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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비전은 전문상담순회교사들과 향후 배치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담교사들에게 전문가로서의 성장
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상담교사 수퍼
비전 모형을 구안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선 상담교사 수퍼비전
영역, 상담교사의 발달수준, 그리고 수퍼비전 전달체제에 관련된 이론을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상담
교사 수퍼비전 모형 구안에 필요한 상황적 요소를 살펴보았다. 끝으로 이론적 고찰과 상황적 요소를
종합, 기초적인 상담교사 수퍼비전 모형을 제안하였다. 특히 국내 상황에서는 여러 모형을 다각도로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이 모형은 구조화, 관계형성, 목표설정에 이어 수퍼
비전 영역․발달수준 평가․전달체제 결정을 동시에 하는 단계, 그리고 개입과 수퍼비전 평가와 종
결의 단계로 구성된다. 각 단계에 대한 설명과 국내 상황에 맞는 전달체제에 대해 논의되었다. 이 연
구는 국내의 상담교사 수퍼비전 관련 경험적 문헌이 부족한 상태에서 문헌연구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으나 향후 상담교사 수퍼비전 모형 개발에 있어서의 기초적인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학교상담, 수퍼비전 모형, 상담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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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9월 총 308명의 전문상담순회교사들이

업무에 대해 과중한 스트레스, 정서적 불안정, 소

전국의 시․도 교육청에 배치되면서 향후 각급 학

진 등을 겪게 되어 자신의 역할에 대한 만족도가

교에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

크게 낮아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학생들에게

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전문상담교사의 전문성에

도움을 제공하는데 있어 효율적이지 못하게 되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현재 배치된 전문상

고, 상담교사들이 더 무능해질 수 있다(Crutchfield,

담순회교사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지원이 시급

Price, McGarity, Pennington, Richardson, & Tsolis,

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시점에

1997). 즉, 수퍼비전을 받지 않는 상담교사는 Boyd

초․중등 교육법(2005) 개정으로 인해 전문상담교

와 Walter(1975)가 지적한 바와 같이 “최소의 영양

사 자격요건이 더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분으로 살아남아야 하는 선인장”과도 같이 될 수

심리학 및 상담 관련학과에서 교직과목을 수강한

있다. 전문적인 상담능력을 갖추고 효과적인 상담

대학생과 2급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전문상담교

교사로 거듭나기 위해 수퍼비전의 중요성은 아무

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들까지 확대되었다. 전

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하겠다.

문상담교사 순회교사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어떤

상담교사 수퍼비전과 관련된 언급은 상담교사의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혼란스러운 상태이

전문성 발달의 연혁만큼이나 오래되었다(Magnuson,

고, 향후 학교 현장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

Norem, & Bradley, 2001). 그 시작은 1924년 Brewer

담교사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연

가 직업상담자(vocational counselor) 훈련을 맡고 있

구(이현주, 2003; 허승희, 박성미, 2004, 2005; 이종

을 때 수퍼비전이 없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현한

헌, 2005; 강진령, 손현동, 조은문, 2005a, 2005b)가

것에서부터이다. 이후 지속적으로 상담교사 수퍼

최근에서야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교도교

비전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이어져왔고, 1980년

사 제도가 일반 교사들에게서 전문성을 인정받거

대에 들어와서는 Barret과 Schmidt(1986)가 모든 상

나 존중받지 못하였고 심지어 일선 학교에서는 상

황의 상담교사들을 위한 수퍼비전 국가표준안을

담 무용론까지 제기되었던(이장호, 1996) 경험을

만들 것을 제안하기에 이른다. 이후 여러 가지 상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상담교사들에게 추가

담교사를 위한 수퍼비전 모형이 제안되거나 수퍼

적인 교육 훈련과 수퍼비전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

비전의 진행절차가 탐구되었고(Bernard & Goodyear,

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1998; Magnuson, Norem, & Bradley, 2001), 그 효과

수퍼비전은 상담자의 전문성과 발달을 돕기 위

가 검증되기도 하였다(Benshoff & Paisley, 1996;

한 매우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과정이다(Borders,

Crutchfield & Borders, 2001). 다만 일반상담과 심리

1991; 심흥섭, 1998a; 최해림, 1999). 수퍼비전은 학

치료에 대한 수퍼비전에 비하면 상담교사 수퍼비

생들과 상담교사 자신의 복지를 위한 것이며, 수

전 관련 경험적 연구는 비교적 역사가 짧다고 할

퍼비전을 받은 상담 경험만이 상담자의 성장에 기

수 있다. 국내에서도 일반 상담 수퍼비전에 대한

여할 수 있다(Wiley & Ray, 1986). 반대로 수퍼비전

연구는 최해림(1990)과 김계현(1992)의 연구에서

을 거의 받지 못하거나 전혀 받지 못한 상담교사

시작되어 김정택과 도상금(1993), 그리고 박재황

들은 상담에 대한 자신감과 업무수행 능력이 상대

(1993), 심흥섭(1998b) 등 현재까지 20여 편의 수퍼

적으로 떨어지게 된다(Christman-Dunn, 1998; Peace,

비전 관련 논문들이 발표되었으나 학교상담에 대

1995; Spooner & Stone, 1977). 따라서 상담교사는

한 관심이 높은 것과는 달리 상담교사 관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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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무한 상태이다. 이제야 상담교사들의 전문성

어서 고려해야 할 상황적 요소를 살펴보고, 셋째,

발달을 돕기 위해 상담교사들에 대한 수퍼비전이

이론적 고찰과 상황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요하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기초적인 상담교사 수퍼비전 모형을 제안하는 것

한국에서는 독특하게 담임교사들이 많은 생활

이다.

지도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점과 더불어 상담과
생활지도에 대한 인식에서 미국과는 문화적 차이

상담교사 수퍼비전 모형 문헌 고찰

가 있다는 점, 그리고 상담과 심리치료 영역에서
도 끊임없이 한국적 상담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오
고 있고, 학교상담학계에서도 우리 실정에 맞는

상담교사 수퍼비전과 관련된 연구는 크게 세

학교상담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상담교사의

있는 점 등을 통해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상담

발달수준, 수퍼비전의 영역과 내용, 그리고 전달체

교사들을 위한 수퍼비전 모형 개발의 당위성을 찾

제이다. 첫 번째의 상담교사의 발달수준에 대한

아볼 수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상담교사제도를

연구들은 상담교사들의 각 발달수준별로 요구가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선례와 일반상담에서 연구

다르다는 가정에서 시작한다. 수련감독자(supervisor)

되고 있는 수퍼비전 모형을 참고해야겠지만 우리

는 상담자의 발달 수준을 평가하고 그에 적합한

나라 실정에 맞는 수퍼비전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

수퍼비전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성이 있다 하겠다. 또한 상담교사 수퍼비전 모형

다음으로 수퍼비전의 영역과 내용에 대한 연구들

은 일반상담과는 다른 학교상담의 특징적인 부분

은 상담교사들이 복잡하면서도 다양한 역할을 수

이 반영된 독특한 것이어야 한다. 즉, 일반상담과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역과 내용을 나누어 수

는 달리 학교상담은 예방적, 발달적, 종합적이어야

퍼비전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통은 행정적

하고, 이러한 활동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사항들, 임상적 기술, 프로그램 개발 기술이라는

서는 학교 전체적으로 체제적 접근을 해야 한다는

세 가지 영역(Roberts & Borders, 1994; Schmidt,

점 등이 상담교사 수퍼비전 내용이 일반상담이나

1990)으로 나누며, 각 영역들은 다시 세분화된 내

심리치료와는 차별적으로 구성되어야 함을 보여준

용들로 구성된다. 세 번째의 전달 체제에 대한 연

다.

구는 수퍼비전을 누가 실시하며 어떤 형태로 전달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상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다. 이 세 가지 방향에서

담교사 수퍼비전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를 마

의 수퍼비전 모형과 관련된 문헌을 고찰하고자 한

련함에 있다. 시대적 상황과 요구를 고려해 볼 때

다.

상담교사들에서 어떤 수퍼비전 요소가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상담교사 수퍼비

상담교사의 발달수준

전 모형이 어떤 형태일지에 대해 기초적이나마 구
안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이

상담교사들을 수퍼비전 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

런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의 내용은 첫

야 할 것 중 하나가 발달단계에 맞는 형식과 내용

째, 상담교사 수퍼비전 모형에 대한 이론적 고찰

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된 국내의 문헌을

을 하고, 둘째, 상담교사 수퍼비전 모형 구안에 있

살펴본 결과, 상담교사 발달수준과 관련된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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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만 일반 상담자 훈련

수준 1은 “의존(dependence)”의 단계이며, 이 수

과 교육 연구에 있어서 발달적 관점을 도입한 연

준의 상담교사는 수련감독자에게 의존적이고 모방

구들(김계현, 1992; 심흥섭, 1998; 문수정, 김계현,

적이며(Borders & Leddick, 1987) 자신과 타인에 대

2000; 손은정, 이혜성, 2002)이 시도되고 있다. 지

한 자각이 부족한 특징을 보인다. 수련감독자가

금은 상담자 발달과정 자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를 지시해 주길 바라며, 성

가 필요하다는 필요성(김진숙, 2001)이 제기되고

공에 대한 높은 동기가 있으나 많은 불안을 가진

있는 단계이다.

다. 자신을 상담교사로 규정할 때 내적인 갈등을

미국의 경우에는 상담자 발달 과정에 대해 지

경험하고 혼란을 느낀다. 그리고 수련감독자로부

금까지 여러 모형들(Flemming, 1953; Hogan, 1964,

터 독립하고자 하는 노력들에 대해 의심스러워하

Stoltenberg, 1981; Lognabill, Hardy & Delworth, 1982;

고 외적인 갈등을 느낀다. 이런 초기 단계가 초보

Hess, 1987)이 제시되었다. 이런 발달적인 모형들은

상담자에게는 매우 위험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

발달에 있어서 어떤 점을 초점에 두는지와 발달단

들은 발달적인 요구에 맞으면서도 전문성을 키울

계에 대한 용어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유사점을

수 있는 지원을 많이 받아야 한다. 그럴수록 이들

지닌다. 다만 미국에서도 상담교사의 발달단계에

이 상담 관계에서 오히려 희생양이 된다거나 소진

대한 차별적인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burnout)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게 된다

유일하게 상담교사의 발달단계와 관련된 언급은

(Farber, 1984).

Protivnak(2003)이 상담교사도 일반 상담자와 비슷

수준 2는 “유사의존(pseudo-dependence)” 단계로

한 발달단계를 따른다 라고 한 것이다. Protivnak은

수련감독자로 부터 독립하고 싶어 하지만 아직은

Littrell, Lee-Borden과 Lorenz(1979)가 제안한 네 개의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 지시를 받고 싶어 한

발달단계에 기초해 설명하였다. 이 단계들은 그림

다. 수련감독자에게 의존적이면서도 반면에 자율

1에서와 같이 의존, 유사의존, 상호의존, 그리고

적이고 싶어 한다(Stoltenberg, 1981). 이 수준의 상

독립이며 주요한 특징은 발달수준이 높아지면서

담교사들은 자신의 결점을 이해하고 보완할 방법

점차로 의존 특성은 줄어들고 독립특성은 늘어난

을 찾는다. 수준 3은 “상호의존(interdependence)”의

다는 것이다.

단계이며 전문가로서 동등한 입장에서 다른 전문

발달수준

의존 특성

수준 1
(의존)
․의존적

➡

수준 2
(유사의존)
․지시바람

➡

수준 3
(상호의존)
․부족한 기술 자문

․모방적

․자신의 고유한

․불안
독립 특성

․지시바람

수준 4
(독립)

➡

․자율적

․갈등․혼란

․자신감

능력과 차이를

․수련감독자 역할

인식

감소

․스스로 수퍼비
전

․동기 높음
그림 1. 발달수준별 의존과 독립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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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게 자문을 받고자 한다. 이 수준에서의 관심

상담교사 수퍼비전 영역과 내용

은 전문적인 발달과 개인적인 정체성이며(Whiting,
Bradley, & Planny, 2001), 수련감독자로부터 독립

상담교사 수퍼비전 영역과 내용은 상담교사가

하고자 한다(Littrell, Lee-Borden, & Lorenz, 1979).

수행해야 할 역할과 깊은 관련이 있다. 초등학교

Nelson과 Johnson(1999)은 이 단계를 전환단계

상담교사의 역할(허승희, 박성미, 2004, 2005)과 중

(transition stage)라고도 하였으며, 자신감, 독립, 그

학교와 고등학교 상담교사의 역할(강진령, 손현동,

리고 수련감독자의 역할 감소가 이 단계의 특징이

조은문, 2005a, 2005b)의 연구에서 추출된 요인들

다. 수련감독자는 상담교사가 가진 기술 중 부족

을 정리해 묶어보면 크게는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

한 점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Nelson

을 위한 직접적인 서비스와 간접적인 서비스로 구

& Johnson, 1999).

분 될 수 있다. 직접적인 서비스에는 개인상담, 소

끝으로 수준 4는 “독립(independence)” 단계로 충

집단상담, 위기상담, 그리고 대집단 생활지도가 포

분히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단계이다. 가장 높

함되고, 간접적인 서비스는 자문, 조정, 학교상담

은 발달 수준으로 다른 상담자들과 비교하여 자신

프로그램, 그리고 학교상담관련 행정업무가 있다.

의 고유한 능력과 차이를 인식한다(Stoltenberg,

이런 상담교사의 역할은 다시 세 가지 영역에 대

1981). 이 수준의 상담자는 스스로 수퍼비전이 가

한 수퍼비전(행정적, 프로그램, 임상적)(Roberts &

능하며(Littrel, Lee-Borden, &

Borders, 1994; Schmidt, 1990)으로 묶을 수 있다. 즉,

Lorenz, 1979), 필요에

의해 통찰을 얻기 위한 자문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 세 가지 수퍼비전 영역은 상담교사에게 요구되
개인상담
소집단상담

직접적 서비스
위기상담

임상적 수퍼비전

대집단생활지도
상담교사의 역할
자문
간접적 서비스

조정
프로그램 수퍼비전
학교상담 프로그램
학교상담관련 행정업무

그림 2. 상담교사의 역할과 하위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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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역할을 바탕으로 하며 수퍼비전의 내용이 된

전은 상담교사에게 학교가 추구하는 목적, 목표,

다. 임상 수퍼비전은 앞서 기술했던 상담교사의

그리고 서비스를 향해 가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직접적인 서비스 전체와 자문 역할이 포함되며,

적절한 프로그램 수퍼비전은 상담교사로 하여금

프로그램 수퍼비전 영역은 조정 역할과 학교상담

학교에서 중점적으로 추구하는 바와 전반적인 학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에 대한 역할이 포함될 수

교체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학교와 학생들

있다. 그리고 학교상담관련 행정업무와 그 외 사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돕는다

무적인 일들은 행정적 수퍼비전 영역에 포함된다

(Roberts & Borders, 1994). 프로그램 수퍼비전의 목

(그림 2 참조). 각 영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

적은 생활지도와 상담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 능력

음과 같다.

의 증진이며, 결국은 상담자의 전문적인 발달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수퍼비전에 가장 적

행정적 수퍼비전

합한 수련감독자는 학교의 목표를 잘 이해하고 있

이 영역의 수퍼비전은 상담교사가 다른 교사들

고 상담교사의 역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과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행하는 기본적인 것들로

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담교사와 같은 학

근태 상황, 시간 관리, 의사소통 기술, 직원들과의

교 시스템 내에 있는 유능한 상담자에 의해 가장

관계, 그리고 학교정책에 충실한지 등이 포함된다.

잘 제공될 수 있다(Henderson, 1994). 우리나라 상

행정적 수퍼비전의 목적은 상담자가 가치 있는 일

황에서는 현재 진로상담부장이 가장 적합할 것이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법과 정책에 따르는지, 다

다.

른 학교 직원․부모와 잘 관계하는지, 그리고 학
교 시스템 내에서 효과적으로 일을 하는지를 감독

임상 수퍼비전

하기 위한 것이다. 수련감독자로는 학교장이 가장

이 영역은 상담전문가로서의 본질적이면서도

적합하다(Henderson, 1994)고 할 수 있지만 시간관

고유한 역할인 학생과의 상담에 초점을 두는 수퍼

리나 의사소통 기술, 그리고 직원들과의 관계 등

비전이다. 이 영역에는 상담, 자문, 그리고 사정

에 대한 내용들은 경험 많은 상담교사나 전문적인

(assesment)에 대한 기술과 과정을 포함한다. 상담교

수련감독자들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사의 가장 중요한 기능들로 개인상담과 집단상담,
진로 상담, 그리고 부모와 교사에 대한 자문이 이

프로그램 수퍼비전

라고 밝혔던 연구(Richie, 1989)와 상담자에게 상담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상담교사가 종합적인 상

기술을 발전시키도록 돕는 것이 좋은 수퍼비전이

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해야 하는 역할에 대

라고 가장 일관되게 언급되고 있다(Heppner &

한 인식이 낮은 편이다(강진령, 손현동, 조은문,

Roehlke, 1984)는 점 등에서 임상적 수퍼비전에서

2005a, 2005b). 하지만 예방적, 발달적, 종합적, 그

어떤 점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인지를 알 수

리고 체계적인 학교상담이 강조되고(연문희, 강진

있다. 또한 여러 상담교사들의 수퍼비전에 대한

령, 2002) 있는 추세를 고려해 보건데 앞으로 상담

요구와 관련된 연구에서도 강조되어야 할 부분을

교사들은 종합적인 상담 프로그램의 구조 내에서

찾을 수 있다. Roberts와 Borders(1994)는 상담교사

일련의 서비스를 계획하고, 조직하고, 그리고 전달

들이 원하는 수퍼비전은 전문적인 발달, 지지

해야 할 임무가 주어질 것이다. 프로그램 수퍼비

(support), 그리고 상담기술 습득을 위한 것이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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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Sutton과 Page(1994)의 조사에서는 내담자 문

모형(Myrick & Sabella, 1995)이다.

제에 대응하기, 기술 개발하기를 가장 원하는 것

첫 번째의 동료에 의한 자문 모형의 기본 가정

으로 나타났다. Page, Pietrzak, 그리고 Sutton(2001)

은 경험이나 훈련의 수준에 관계없이 상담자들끼

의 연구에서도 수퍼비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응

리 기본적인 조력기술을 서로 제공하고 의미 있는

답한 영역은 내담자의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모형은

기술 개발, 대화 기술 증진의 순이었다. 이상에서

Benshoff와 Paisley(1996)가 Remley, Benshoff, 그리고

상담교사 제도가 오래전부터 정착되어 있는 미국

Mowbray(1987)의 동료 자문 모형에 조직적인 구조

상담교사들은 공통적으로 내담자 문제에 대한 적

를 적용하여 실시한 것이 대표적이다. 각 회기는

절한 대응과 상담 기술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알

상담에 대한 철학이나 이론적인 접근에 대한 토

수 있다. 이렇게 미국 상담자들이 개인 상담과 관

론, 목표 설정, 학교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토론,

련된 요구가 높은 것은 개인상담과 같은 반응적

녹음된 자료 검토, 사례 발표 등으로 구성되었다.

서비스(responsive service)가 본질적 서비스라 할 수

비슷한 형태의 것으로는 상담교육자가 상담교사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Kentucky 주에서 조사된 결

게 동료 자문과 수퍼비전 과정 등에 대한 교육과

과에서 나타나듯이 미국 상담교사들이 상담전문가

훈련을 시킨 후 집단 또는 짝의 형태로 동료자문

에 의한 임상 수퍼비전(clinical supervision)(2%) 보다

을 하는 것(Crutchfield & Borders, 1997)을 들 수 있

는 학교장에 의한 수퍼비전(74%)을 받고 있는 경

다.

우가 많아(Carone, Hall, & Grubb, 1998) 프로그램과

두 번째의 훈련받은 동료에 의한 수퍼비전의

행정적인 수퍼비전 보다는 임상적인 수퍼비전에

형태는 경험 많은 상담교사가 수퍼비전 교육을 받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임상

은 후 동료 상담교사들에 대한 수련감독자 역할을

적 수퍼비전 제공하기 항상 어려운 부분 중에 하

하는 형태(Henderson & Lampe, 1992)이다. Texas주의

나라고 할 수 있으며, 임상적 수련감독자는 상담

한 교육청에서 학교상담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기

교사의 기능뿐만 아니라 수퍼비전 실제에서도 유

위해 수석 상담교사(head counselor)에게 훈련을 시

능한 상담교사이어야 한다(Henderson, 1994).

킨 후 동료들에게 수퍼비전을 하도록 하고 그 효
과를 알아본 연구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 연구에
서의 초점은 임상적 수퍼비전의 적용에 두었다.

전달체제(Delivery System)

왜냐하면 임상적 수퍼비전이 전문적인 발달에 자
전달체제에 대한 관심은 누가 수련감독자 역할

양분을 제공하는 강력하면서도 학교상담 전문가

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헌과 실제에 있어서 덜 개발된 부분이기 때문이

고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요인을 바

었다(Henderson, 1994). 특히 이 연구의 특징은 일

탕으로 지금까지 미국에서 실시되었던 상담교사

반교사 임상 장학을 위해 개발된 5단계 과정

수퍼비전 모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즉, 동료

(Glickman, 1990)을 따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수석

에 의한 자문 모형(Benshoff, Paisley, 1996), 훈련받

상담자의 지위의 변화에 따른 혼란과 임상 수퍼비

은 동료가 수련감독자가 되는 모형(Henderson &

전 경험과 기술의 부족이라는 문제가 발견되어 수

Lampe, 1992), 멘터링(mentoring)(Peace, 1995; Peace &

석 상담교사에게 수퍼비전 모형, 방법, 과정에 대

Sprinthall, 1998), 그리고 E-mail을 이용한 수퍼비전

한 강의, 임상 수퍼비전 실습을 통해 훈련을 받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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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고, 상대적으로 기술이 능숙하지 못한 상담자들

록 하였다.
세 번째는 멘터링(mentoring)의 형태이다. 경험

은 그들이 필요로 했던 기본적인 기술에 대한 수

많은 상담교사가 수퍼비전 교육을 받은 후 상담교

퍼비전 요구가 충족되지 못했다는 반응이 있었다.

사 훈련자나 초심 상담교사들의 멘터(mentor) 역할

결국 수퍼비전 모형이 최고의 효과성을 발휘하기

을 하는 형태(Peace, 1995; Peace & Sprinthall, 1998)

위해서는 상담교사의 발달 수준과 그 요구를 얼마

이다. 이 과정에서 경험 많은 학교상담자들에게

나

훈련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또한 멘

2003). 이에 각 수준별로 Protivnak(2003)이 가장 효

터링 과정에서 동료나 초임 상담자를 평가하기 보

과가 있다고 제안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충족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Protivnak,

다는 발달적인 부분에 초점을 둔 수퍼비전을 제안
하고 있다.

상담교사 수퍼비전 모형 개발을 위한

마지막으로 E-mail을 통한 수퍼비전 형태이다.

상황적 이해

집단적으로 실시 할 수 있는 장점과 메일을 활용
하여 거리의 제한점을 극복한 형태이다. Myrick과
Sabella(1995)는 E-mail이 전문적인 아이디어와 정보

수퍼비전 모형 개발을 위한 상황적인 이해는

의 공유를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수퍼비전과 자

한국의 상담교사들이 할애할 수 있는 시간적 여

문에 있어서 독특하면서도 소중한 기회를 상담자

유, 재정적인 그리고 행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

들에게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다. 비언어적 요소를

는지, 수련감독자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은 어떤지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이 단점이지만 이메일을 통한

등을 고려하는 부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우선

수퍼비전이 상담자들의 수행과 효과성을 증진시킬

국내의 상황에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불투명

수 있고, 고립감을 줄여줄 수 있다고 하였다.

하다. 이를 극복하면서도 상담교사들이 자발적이
고도 편리하게 수퍼비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수련감독자는 각 상담교사의 발달 수준별로 그

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도 수퍼비전의 기회를

에 맞는 내용과 전달체제를 선택해야 더 효과적

제공하고자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움직임들이 있

이다. 수퍼비전에 대한 요구는 개인의 발달 과정

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처한 여러 가지 요인

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3년간이라는

중 하나가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이 미흡했던 점

장기간의 임상 수퍼비전을 실시한 결과(Agnew,

이었다(Benshoff & Paisley, 1996; Peace, 1995; Sutton

Vaught, Getz, & Fortune, 2000)에서 고도로 능숙한

& Page, 1994). 다음은 상담교사 제도가 국내에서

상담자들은 그들이 필요로 했던 피드백을 받지 못

처음으로 실시되는 제도일 뿐만 아니라 향후 배치

표 1. 발달 단계별 적합한 전달체제
발달 단계
수준 1
구조화된 형태
전달체제

집단적 형태

수준 2

수준 3

E-mail

동료 수퍼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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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전문상담교사들은 전문적인 훈련이 부족한 상

상담교사 수퍼비전 모형에 대한 종합고찰

태에서 다양한 요구를 한꺼번에 받는 매우 혼란스
럽고 어려운 입장에 처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이상으로 상담교사 수퍼비전 모형 개발을 위해

전문적인 수련감독자의 수는 한정되어 있는 반면

상담교사의 발달적 측면, 영역적 측면, 그리고 전

수퍼비전을 필요로 하는 상담교사들의 수는 상대

달체제 측면에서 문헌 고찰을 하였다. 이를 종합

적으로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다수에게 다

해보면 상담교사 수퍼비전 모형 개발에 있어서 이

양한 임상적, 프로그램 기술에 대한 수퍼비전을

세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해야 한다는 것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 반영되어야 한다. 마지막으

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상황적 요인, 지속성,

로, 상담 수련감독자와의 접근이 용이한 대도시

그리고 장애요인 등을 고려해 보면 어떤 한 가지

지역과 그렇지 못한 소도시와 읍면에 배치될 상담

수퍼비전 모형만을 고집하기 보다는 상담교사에게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수퍼비전도 가능 할 수 있

요구되는 능력과 발달 수준을 바탕으로 다양한 상

도록 해야 한다.

황에 맞는 수퍼비전 모형을 실험해봐야 할 필요가

다음으로 고려할 사항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라는 부분이다. 수퍼

지금까지의 이론적 고찰을 종합하고 국내의 상

비전은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진행될 때 가장 효

황적 요인들을 고려하여 기초적인 상담교사 수퍼

과적이라 할 수 있다(O'Hara, 1968; Pulvino &

비전 모형으로서 제시하면 그림 3과 같이 정리될

Perrone, 1973; Ryan, 1969; Segrist & Nelson, 1972;

수 있다. 구조화에서 평가와 종결까지의 여섯 단

Stiller, 1974). 이 외에도 시간의 제약과 관련된 장

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상담교사의 발달 수

애(Crutchfield et al., 1997; Schmidt, 1990)와 상담교

준, 수퍼비전 영역, 그리고 가능한 전달체제를 모

사들이 상담 활동을 녹음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반영되었다. 수퍼비전

피드백을 받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고 주저하였던

인원이나 시간적․경제적․지리적 여건 등의 상황

점(Crutchfield et al., 1997) 등도 고려해 봐야 할 사

적 요인들을 고려하여 수퍼비전이 진행되어야 할

항들이다.

필요성이 반영된 것이다.
첫 번째의 “구조화”는 수퍼비전에 대한 구조화
를 통해 수퍼비전은 무엇이고 상담과는 어떻게 다

영역결정

구조화

관계형성

목표설정

발달수준 측정

전달체제 결정

그림 3. 상담교사 수퍼비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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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지에 대해 분명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단

학교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할 수 있는 능

계이다. 이 과정에서는 수퍼비전의 규정과 한계에

력 등 상담교사의 전반적인 역할과 관련된 능력에

대해 설명해 주고 기대되는 바와 요구되는 것에

대해 평가한다. 수련감독자는 개인상담과 집단상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눈다. 또한 윤리적․법적인

담에 있어서는 심흥섭(1998b)의 발달수준 평가 척

수련감독자의 능력들에 대해서도 알려주어야 한다

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Magnuson, Norem, & Bradley, 2001). 그리고 수련감

동시에 수퍼비전 영역과 발달단계에 맞는 전

독자 자신의 자격, 경험, 훈련, 그리고 전문 영역

달체제를 결정한다. Bernard(1979)의 차별적 모델

에 대해 알려주고, 학교상담과 수퍼비전에 있어서

(Discrimination Model)에서 수련감독자는 교사, 상담

의 철학 등에 대해 소개하는 단계이다.

자, 자문가의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교사로서의

다음 단계의 상담자와 수련감독자와의 “관계형

수련감독자는 상담기술과 내담자에 대한 개념화

성”은 서로에 대한 존중, 확신, 그리고 신뢰에 의

(conceptualization) 등을 가르치고, 상담자로서의 수

해 특징지워지며 수퍼비전 관계에 있어서 무엇보

련감독자는 상담자가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개발

다 중요하다(Bernard & Goodyear, 1998; Bordin,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며, 자문가로서의 수

1983). 상호협력적인 관계는 협력적인 작업동맹은

련감독자는 비교적 대등한 입장에서 상담자가 제

상담교사의 전문적인 강점과 제한점을 서로 확인

기하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을 한다

하고 수퍼비전 과정에 대한 상호 평가에 의해 향

고 하였다. 이런 입장은 전달체제를 설정하고 개

상될 수 있다. 또한 상담자 자신에 대한 각성을

입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수

높이고, 상담기술을 학습하는데 기본 바탕이 된다

준 1과 같은 초심 상담교사들에게 있어서는 교사

(Allen, Szollos, & Williams, 1986). 특히 수퍼비전에

의 역할이 강조된다면 수준이 높아지면서 점차 자

대한 서로의 기대를 명확히 하는 것은 신뢰로운

문의 역할을 맡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드

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하다.

시 각 수준마다 한가지의 수련감독자 역할만을 하

세 번째 단계의 “목표설정”에서는 수퍼비전을
요청하거나 참여한 주요한 목적은 무엇이고, 수퍼

는 것은 아닐지라도 상담교사의 발달수준과 주된
요구를 바탕으로 전달체제를 결정하고 개입한다.

비전 동안 전문적인 성장을 위해 강조하고 싶은

다섯 번째 단계에서 직접적인 개입과 전달체제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한 탐색을 하는 과정을 통해

를 시행한다. 끝으로 수퍼비전 평가와 종결에서

수퍼비전의 목표를 설정한다.

상담교사와 수련감독자는 수퍼비전 과정을 살펴보

네 번째 단계에서는 “수퍼비전 영역과 발달과

고, 설정되었던 수퍼비전 목표와 비교하면서 상호

정, 그리고 전달체계를 동시에 고려”한다. 수퍼비

간의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수련감독자는 상

전 영역과 내용은 목표를 바탕으로 설정된다. 발

담교사의 발전된 부분에 대한 것과 향후 전문적인

달수준 평가에서는 상담교사에게 요구되는 다양하

자율성을 획득하기 위한 과정을 안내해 준다. 또

고 종합적인 능력을 통해 상담교사들에게 다양한

한 수퍼비전의 효과에 대해 논의할 수 있으며, 도

기술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다. 수련감독

움이 되었던 활동과 도움이 되지 않았던 활동 등

자는 상담교사의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에 있어서의

에 대해 평가한다.

기술과 능력, 발달적인 대집단생활지도 계획 능력,

국내의 상황을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학부모와 교사에 대한 자문능력, 그리고 종합적인

있는 전달체제에 대해 발달수준과 함께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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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임상 기술과 함께 내

업에 대한 만족, 상담 효과, 또는 자신감이 향상

담자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구조

될 수 있다. 다만 기술 발달에는 전혀 향상이 없

화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경험이 거의 없는

었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초심자 단계에 있는 상

상담자는 구체적인 상담기술을 배울 수 있는 수

담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

퍼비전이 가장 유익하다(Roberts & Borders, 1994).

(Protivnak, 2003)도 있다. 하지만 한국적인 상황에

또한 구체적이고 구조화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

서는 Benshoff와 Paisley(1996)가 구안했던 것처럼

이 초급 단계의 상담교사들에게 매우 필요하다.

구조적인 요인을 가미하고, 또 전문적인 수련감독

Borders와 Usher(1993)의 연구에서도 상담교사 훈

자가 상담교사들을 훈련시켜 다른 상담교사들과의

련자들이 기술 발달에 초점을 둔 과업 지향적인

동료 자문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돕는다면 매우

스타일의 수퍼비전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보인다. 또한

났다. 뿐만 아니라 집중적이고 구조화된 수퍼비

상담교사가 학급담임교사들에 대한 자문의 역할

전은 초심자나 경험자 모두에게 유익하다(Roberts

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형태라 할 수 있

& Borders, 1994)는 연구결과는 이런 구조화된 수

다. 생활지도와 상담의 동반자적인 역할을 할 학

퍼비전이 국내의 상황에서도 보편적으로 실시될

급담임 교사들에게 자문가이자 수련감독자로서 학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생에 대한 이해와 사례에 대한 이해를 도움으로써

다음으로 집단 수퍼비전의 형태가 효과적이다.

간접적으로 돕는데 쓸 수 있을 것이다. Myrick과

전문적인 수련감독자가 부족하고, 많은 상담교사

Sabella(1995)가 제안했던 E-mail 뿐만 아니라 게시

들에게 임상 수퍼비전을 해야 하는 국내 상황에서

판이나 채팅, 동영상 등의 다양한 전자매체를 활

는 더욱 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집단 수

용한 형태를 가미한다면 더욱 효과를 크게 낼 수

퍼비전에서는 자신의 사례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담자들의 사례를 접하게 되면서 상담 개입에 대

이 연구는 기존의 상담교사 수퍼비전 관련 문

한 보다 다양한 선택과 상담기술에 대한 학습이

헌을 고찰하고 종합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이루어 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Wilbur et al.,

상담교사 수퍼비전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가

1991). 물론 이 방법에는 제한점도 뒤따른다. 이런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국내에서 상담교사 수

문제들로는 주제에 머물지 않는 것과 지지를 제공

퍼비전과 관련된 경험적 연구의 부족으로 외국 문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Runkel & Hackney, 1982). 특

헌을 고찰하고 한국적 상황에서 효율적일 것인가

히 수퍼비전이 구조화 되어있지 않았을 때 이런

를 논의하고 정리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제한점들은 더욱 분명해진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

앞으로 상담교사들의 발달과정에 대한 연구와 외

은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한 모델을 제공

국의 상담교사 수퍼비전 모형을 한국적으로 만들

해 주는 등 구조화된 형태를 가미함으로써 해결이

어 직접 실험해 보는 연구들이 요구된다. 일반상

가능하다(Benshoff & Paisley, 1996).

담과 심리치료에서 행해지고 있는 수퍼비전 모형

세 번째로, 동료에 의한 수퍼비전 형태이다. 동
료 수퍼비전은 수퍼비전의 빈도와 질을 증가시킬

들을 상담교사 수퍼비전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 또한 절실히 요구된다.

수 있는 유력한 효과적 접근으로 제안되고 있다.
다른 동료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환경 속에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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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ilot Study for the School Counselor Supervision Model

Jin-Ryung Kang

Hyun-Dong S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upervision is essential for school counselors to be placed i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in
Korea for their professional growth and effective performa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the basis for constructing a supervision model for school counselors. First of all, in this
study, the related literature of supervision areas, developmental levels of the school counselor, and
the delivery system was thoroughly reviewed. And then, considering literature review and the
situational elements, a provisional form of a supervision model for the Korean school counselor was
contrived. Especially, the ways a variety of models should be utilized in Korea were discussed in
this study. The school counseling supervision model presented in this study consists of structuring,
relationship building (between supervisor and supervisee), goal setting, following deciding areas,
evaluating developmental levels, constructing delivery system, intervening in supervision, and
evaluating supervision process, effects, and termination. Each stage was described and the delivery
system appropriate for situations of Korea was discussed.. The present study has some limitations
that it depended upon literature review due to the lack of related experiential literature of
supervision for the Korean school counselor. It is expected to be the basis of developing a
supervision model for the Korean school counselor in upcoming era.
Keywords : school counseling, supervision model, school counse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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