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행복한 상담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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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기
전문 상담사로 근무하면서, 4남매의 자녀를 둔 어머니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
의 입장에서, 사랑하는 학생들의 소중한 사춘기 시절이 가정문제, 친구관계, 성적 부진
등으로 지쳐 있었기에 좀 더 보람 있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
었습니다. 매일 매일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학교 상담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그들
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다루었던 사례들을 담아 보았습니다.

Ⅱ. 상담의 목표
1. 관계 회복
우선 학생과 학생사이, 학생과 교사사이, 학생과 부모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 되었습니다.

2. 변화
상담의 최종 목표는 변화입니다. 눈에 띄게 변화되지 않더라도 나이테처럼 천천히 결
국엔 변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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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례
1. 울고 있는 아이들
부모의 별거, 이혼, 사별, 재혼 등으로 빚어진 일들로 인하여 많은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울고 있었습니다.

2. 무서운 아이들
언제까지나 울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무서운 아이들로 변하여 사소한 일에도 감정
이 폭발하여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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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버려진 아이들
자존감이 낮은 나머지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한 채 혼자 외톨이가 되어 괴로워하거나
가정파탄으로 양육을 포기한 부모로 인하여 시설로 보내진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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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효율적 상담법
1. 1, 2, 3 대화법
1분 말하고 2분 들어주고 3분 맞장구 쳐주는 대화법이며 상담자는 내담자보다 말을
적게 하도록 합니다.

2. 내담자와의 관계형성
효율적인 상담을 하려면 내담자와의 관계 형성이 중요한 만큼 우선 유창한 언변보다
한 마디라도 진심어린 말이 내담자를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만 형성되면 조언이나 충고 심지어 질책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3. 멘토 활용
내담자와 좋은 관계에 있는 멘토를 활용하는 방법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4. 침묵할 때
침묵할 때는 다그치지 말고 기다리면서 환경을 바꾸거나 자료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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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사소통수단
신체언어 55%
음성 38%
내용 7%

Ⅴ. 자녀에게 줄 유산
자녀에게 줄 유산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비전, 신뢰, 그밖에 아름다운 추억이 무엇보다 값진 유산이며 어린 시절 추억이 없는
것을 자녀들이 속상해 하고 있었습니다.
외가와 친가 식구들의 견해 차이 역시 자녀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했습
니다. 잘하는 것 한 가지 칭찬 할 때 못하는 것 99가지가 좋아질 정도로 칭찬은 중요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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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삶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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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청소년은 누구와 상담하나

Ⅷ. 행동과 가족력
문제아는 없으며 다만 문제 부모만 있을 뿐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이의 문제는 시작
도 끝도 부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장통을 앓고 있는 10대들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시
각은 부정적 일수 있으나 감정을 쏟아내는 건 오히려 건강한 것이며 진짜 무서운 것은
가만히 있다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Ⅸ. 나와 너 다시 보기
이솝 우화에서 사슴의 자랑스러운 뿔과, 콤플렉스였던 못 생긴 다리가 위기의 순간엔
기회가 되듯이 자녀의 단점을 장점으로 볼 줄 아는 부모의 시선 또한 중요합니다.
엉뚱한 것은 창의적이다 라고, 고집 있는 모습은 소신 있다고 칭찬해주면 아이의 단
점을 장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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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마치면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비행 행동을 하는 이유가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려는 본능에서 비
롯됨을 이해하면서 힘겨루기 하려 들 때, 나쁜 의도가 아니면 가끔은 져 줄줄도 아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존중 받아야 할 소중한 인격체가 어른들에 의해 상처 받지 않고 잘
성장하여서 각각 다른 그들만의 재능을 발견하여 갈고 닦음으로써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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