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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전문상담교사를 위한
종합적 수련감독 모형 탐색*
강 진 령(경희대학교)
<국문 초록>

한국의 상담자 혹은 상담교사들을 위한 수련감독의 필요성은 이미 전문상담교
사제도가 시행되기 전부터 제기되어왔다. 전문상담교사를 위한 수련감독체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학교상황과 일반상담과 차별화된 전문상담교사의 역할을 고려
한 수련감독 모형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종합적 학교상담 모형을 토대로
전문상담교사들을 위한 수련감독 모형을 탐색·구안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종합적
학교상담, 상담자 수련감독의 이론적 접근, 수련감독 모형에 관한 문헌들을 고찰
한 결과를 토대로 4 x 4 x 4 매트릭스로 구성된 3차원 모형, 즉 수련감독의 구성
요인(전문지식, 업무수행 능력, 개인 특성 및 자질, 평가), 수련감독자 역할 및 기
능(교사, 상담자, 자문자, 감독평가자), 그리고 수련자의 발달수준(1-4수준)으로 구
성된 모형을 구성하였다. 이렇게 구성한 모형은 각 차원에 따라 세부적인 구성요
소들이 입체적이고 역동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으로, 전문상담교사들
을 위한 수련감독을 촉진하는 한편, 보다 효과적인 수련감독 모형 개발의 촉매제
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제어 : 전문상담교사, 수련감독 모형, 종합적 학교상담, 학생상담과 생활
지도, 상담교사 수련감독

I. 서론
2005년 9월 전문상담순회교사들의 전국 시․도 교육청 배치를 시작으로 매년 전문상
담교사들이 중등임용고사를 통해 선발되어 2008년 9월 현재 779명이 교육청과 중등학
교 현장에 배치되어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또한 2008년 말에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산하에 Wee 센터가 설치되어 상담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그리고 전문상담
QG 본 연구는 경희대학교 2007학년도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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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팀을 이루어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한국 교
육사에 일대 전기를 마련하는 사건임과 동시에 과거 일반교사 주도의 생활지도 모형에
서 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교육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전문상담교사제도의
시행은 다문화주의와 글로벌화로 대변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삭제), 주요 교육 소비
자인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교사, 학부모, 학교행정가에 대
한 자문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
기 위해서는 전문상담교사의 전문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전문성 확보는 지속적인 수련
감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수련감독은 정신건강의 영역을 막론하고 전문가의 전
문성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과정이기 때문이다(심흥섭, 1998; 최해림,
1999; Barret & Schmidt, 1986; Luke & Bernard, 2006).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제도의
시행 전부터 전문상담교사들을 위한 수련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손현동, 강진령, 2007). 설령
수련감독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에게 적합한 수련감독 모형에 관한 연구가 크게
부족한 실정이어서 양면적인 보완작업이 시급한 실정이다.
수련감독은 영어의 ‘supervision'에서 온 말로서, ’수퍼비전‘으로 불리기도 한다. 교육
계에서는 ‘장학’이란 말로 쓰이며, 교과교육 담당교사의 학습지도 방법 개선과 학생 개
개인의 성장 발달을 돕기 위해 전문적·기술적으로 지도하고 조언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활동을 일컬어 ‘장학지도’ 혹은 ‘장학협의’라 하며, 이를 담당하는 사람은 직급에
따라 ‘장학사’ 혹은 ’장학관‘이라고 한다. 반면, 학교장면에서 학교상담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상담교사는 학습과 관련된 활동뿐 아니라 상담자의 기능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장
학과는 차별화되고, 보다 숙련된 상담자가 상담을 전공하는 예비상담자나 경험이 적은
상담자를 사례지도, 감독, 교육 등을 통해 돕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수련감독이라는 용
어가 선호된다.
학교상담에서의 수련감독은 숙련된 학교상담 전문가가 적절한 개입전략을 통해 예비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교사의 교육적‧치료적 학교상담 업무수행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이다(강진령, 2008). 특히, 아직 미성년자인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주
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전문상담교사들의 상담업무 수행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일은 전문상담교사의 발달에 필수적인 절차임과 동시에 잠재적 소비자인 아동 및 청소
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책이기도 하다(Studer, 2006). Eichenfield와 Stoltenberg(1996)
는 수련감독 없이 장기간 상담경험만을 쌓은 실습생은 자신의 상담수행에 관한 객관적
평가의 부재로 수련감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수련감독자의 피드백을 수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오히려 수련감독자에게 어려움을 안겨주는 특징이 있다는 점을 지
적하고 있다.
과거 교도교사 제도는 교사들에게 직무연수를 통해 학생지도의 전문성을 신장시켜
학생지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었으나, 결국 그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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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계를 드러냈다. 연문희, 강진령(2002)은 그 원인을 교도교사들에 대한 임상적 수련
감독의 부재에서 기인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과거의 시행착오를 더 이상 되풀이 하지
않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전문상담교사들에 대한 지속적인 수련감독의 기회 제공
은 물론 이들의 학교상담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일반 상담의 수련감독
모형과 차별화되고, 새로운 학교상담 패러다임에 입각한 수련감독 모형 개발이 요구된
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종합적 학교상담 모형을 토대
로 전문상담교사들에게 수련감독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문헌들
과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종합적 수련감독 모형을 탐색·구
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학교장면에서 학생상담을 전담하는 전문상담교
사제도의 체계를 갖추는 한편, 전문상담교사를 위한 한국형 수련감독 모형 개발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데에 의의가 있다.

II. 이론적 고찰
수련감독 모형의 범주는 학자에 따라 다르게 분류된다. 기존의 수련감독 모형들을
체계화하는데 크게 기여한 Bradley와 Ladany(2000)는 수련감독 모형을 크게 3가지,
즉 발달적, 상담 및 심리치료 기반, 그리고 통합모형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전문상
담교사는 학교를 기반으로 학교교육의 목적을 구현하고, 예방적·발달적·종합적
(comprehensive) 학교상담의 주체이며(Schmidt, 2008), 가정과 학교 및 지역사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학교상담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적인 활동을 주도해 나가야
하는 위치에 있다(김운종, 2005).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Bradley와 Ladany의 분류
는 보다 다양한 수련감독 방식이나 과정에 관한 모형을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
다(손현동, 강진령,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분류방식을 다시 크게 두 가
지, 즉 기존의 심리적 상담의 이론적 접근을 토대로 한 수련감독 모형과 수련감독만
을 위해 개발된 수련감독 전용모형으로 구분하여 전문상담교사들을 위한 수련감독
모형 탐색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기반 수련감독 모형
상담 및 심리치료 기반 수련감독 모형이란 특정 이론적 접근의 기본가정, 방법, 기
법들을 수련자의 훈련에 활용하는 접근들을 말한다. 이 범주에 해당되는 주요 이론적
모형으로는 정신역동 모형, 아들러 모형, 실존주의 모형, 행동주의 모형, 인지행동주
의 모형 등이 있다. 먼저, 정신역동 수련감독 모형에서 수련감독자는 치료관계의 역
동성과 수련자의 경험과 감정이 내담자의 통찰과 성장을 어떻게 가로막는가를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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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Dewald, 1997). 수련감독자는 치료자의 역할을 담당하며, 수련자로 하여금 자신
과 개인적 치료 작업을 거치는 것이 기법을 익히기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여기
고, 수련감독 과정에서 심리내적 갈등, 전이와 역전이, 그리고 저항을 다룬다.
아들러 모형에서 수련감독자는 정신 역동적 원리에 구체적인 실행 기법들을 결합
하여 내담자의 문제를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파생되는 개인적 허구 혹은 잘못된 인
식의 결과로 간주한다. 이러한 기본가정 하에 수련감독자는 상담과정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사고와 행동을 시도해 보도록 내담자를 격려하기 위해 분석을 멈추고
통찰에서 실행으로 옮기는 작업을 중요하게 여긴다(Bernard & Goodyear, 2004). 따
라서 수련감독자는 자문자로서 수련자의 잘못된 사고를 탐색하고 새로운 행동을 시
도하도록 지지를 아끼지 않는다. 반면, 실존주의 모형은 인간 존재의 본질과 네 가지
궁극적인 실존, 즉 죽음의 필연성, 인간의 의지대로 삶을 만들어가는 자유, 삶의 고립
과 고독, 그리고 외견상의 무의미성 혹은 삶의 명백한 목적 상실을 이해하는 것에 관
심이 있다. 수련감독자는 위기, 외상, 죽음,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문제와 관련
된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삶, 죽음, 그리고 고통의 의미, 삶의 목적과 의미의 역할과
같은 문제를 수련감독의 맥락에서 보다 폭넓게 다룬다.
행동주의 모형에서 수련감독자는 관찰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행동에 초점을 맞추
고, 행동주의 이론, 목표, 기술, 전략을 활용하여 수련자의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기 위
해 노력한다(Bradley & Gould, 2001). 이와 유사하게, 인지행동주의 모형은 수련감독
자가 교육자로서, 수련자의 사고와 기대가 내담자의 행동에 미치는 의미에 영향을 미
칠 것이라는 기본가정을 토대로 수련자의 사고하기, 느끼기, 행동하기 부분 사이의
관계를 동시에 탐색한다. 이러한 속성들이 수련자의 비합리적 신념에서 파생되는 문
제를 창출할 수 있다는 기본가정 하에 완벽욕구, 인정욕구, 능력욕구, 통제욕구, 그리
고 갈등회피 욕구와 같은 목표들은 모두 비합리적 신념으로 규정하고 논증, 모델링,
독서과제를 통해 상담 장면에도 적용하도록 교육한다(Bradley & Gould, 2001). 이 외
에도 인간중심치료모형, 체계적 모형(Systemic Model), 해결중심 단기치료 모형 등이
있다. 이처럼 기존의 상담 및 심리치료 기반 수련감독 모형들 외에 상담자의 수련감
독만을 위해 고안된 모형들이 있다.

2. 수련감독 전용모형
모형의 두 번째 범주에는 수련감독과 상담자 훈련을 위해 특별히 개발된 모형들
로, 네 가지 모형, 즉 대인과정회상(Interpersonal Process Recall, IPR), 평행과정모형
(Parallel Process Model, PPM) 혹은 동형이질(Isomorphism), 상호작용 수련감독
(Interactional Supervision), 그리고 발달모형(Developmental Models)이 포함된다. 이
들 중 대인과정회상과 평행과정모형은 이론적 접근과 상관없이 적용 가능한 수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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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기법으로 평가되는 반면, 상호작용 수련감독은 수련자, 수련감독자, 그리고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며, 임상 수련감독과 행정 수련감독을 구분하는 것이 특
징이다. 발달모형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연구된 수련감독 모형으로, 수련감독에 관한
문헌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모형이다. 경험적 연구를 통한 효과 검증이 부족하다는 한
계에도 불구하고 수련감독 과정에 관한 사고를 조직화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Bradley & Ladany, 2000). 수련감독을 시작하기에 앞서 수련감
독자는 자신의 상담 혹은 심리치료 모형에 의거하여 시작하고, 변화에 관한 자신의
신념을 확인하며, 작업 가능한 치료적 접근에 따라 개념화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대인과정회상은 초보상담자 훈련을 위해 정신역동, 행동주의, 그리고 현상학
적 개념을 결합한 수련감독 모형으로, 수련자의 자각과 내담자 역동의 이해 증진을
목표로 한다. 이 모형의 방법은 수련감독 회기를 진행하거나 상담 테이프를 함께 검
토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때 수련감독자는 자문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일련의 귀납적 질문을 던짐으로써 수련자로 하여금 내담자의 상담과정에서 생
기는 자신의 감정, 사고,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 이러한 질문들은 수련자에게
위협으로 해석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탐색을 독려하도록 고안된 것들이다(Bradley,
Gould, & Parr, 2001).
평행과정 모형은 수련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계의 역동성을 토대로 고안된 것
으로, 수련감독이 진행되는 동안 수련자가 내담자와의 상담회기에서 경험한 감정들을
무의식적으로 반영하는 작업에 초점을 맞추는 모형이다. 수련감독자는 교사와 상담자
로서 관계 문제를 전경(foreground)으로 끌어내어 수련자의 자각을 활성화시키는 역
할을 한다. 만일 수련자가 무력감이나 내담자의 의존성에 압도되어 있다면, 전형적인
평행과정 패턴은 주로 무력감, 의존성, 통제감, 분노감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
서 전이와 역전이 개념과 유사하다. 평행과정의 탐색은 집단 수련감독이나 비디오테
이프 검토와 같이 다양한 수련감독 방법과 비교적 쉽게 통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Bradley & Ladany, 2000).
반면, 상호작용 수련감독은 체계이론을 토대로 사회복지 영역에서 개발된 것으로,
수련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과 서비스 대상과 같이 다양한 체계와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이 상호작용의 토대가 되는 세 가지 기본가정으로는 수련감독의 중심이 되
는 다수의 공통 관계 역동성과 핵심기술이 있다는 것과 이러한 관계 역동성과 기술
은 수련감독의 상호작용 유형과 상관없이 보편적이라는 점, 그리고 이러한 관계 역동
성과 기술은 기타 조력관계에서 발견되는 것과 유사하다는 것이다(Bradley, Gould, &
Parr, 2001). 상호작용 수련감독은 생산적인 임상 수련감독을 위해 필요한 관계기술로
공감적 이해, 감정 인지, 직면기법, 그리고 행정과 임상기능을 결합하는 방법 등을 제
시하고 있다. 전경으로 이끌어내기 쉽다는 점, 수련감독자, 수련자, 서비스 대상과 기
관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상호작용 수련감독은 기관, 병원, 학교의 행정가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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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수련감독자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사람에게 유용한 모형으로 평가된다(Agnew,
Vaught, Getz, & Fortune, 2000; Roberts & Borders, 1994).
끝으로, 발달모형은 수련자를 수련감독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 변화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고 발달과정에 따라 적절한 수련감독의 기회 제공에 초점을 맞춘다.
발달모형의 대표적인 모형으로는 통합발달모형(Integrated Developmental Model,
IDM)이 있다. IDM은 발달단계별로 수련자의 욕구, 수련감독자의 역할, 그리고 양자
(兩者)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을 기술하고 있다. 이 모형에 의하면, 전문상담
교사를 위한 수련감독은 그들의 발달단계에 맞추어 실시해야 할 것이다.

III. 종합적 수련감독 모형의 구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의 전문상담교사들은 학교상담 및 생활지도 서비스의 주
체로서 예방적, 발달적, 종합적 학교상담 프로그램의 계획에서 설계, 실행, 평가에 이르
기까지의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Kahn, 1999).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일반 심리상담자에
대한 수련감독과는 차별화되어야 한다.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미 30여 년
전부터 학교상담자(school counselor) 제도를 시행해온 미국의 경우, 학교상담자에 대한
수련감독을 세 가지, 즉 임상(clinical, 직접적 서비스 제공 관련 업무에 대해 상담 수련
감독자가 담당), 발달(developmental, 학교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관련 업무에 대
해 프로그램 조정자가 담당), 그리고 행정(administrative, 학교상담자의 출석 및 교직원
관계 등에 대해 학교장이 담당)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Barret & Schmidt, 1986;
Henderson & Gysbers, 1998; Loganbill, Hardy, & Delworth, 1982; Studer, 2005). 이러
한 점을 감안하면, 경험이 많은 상담전문가에 의한 전문상담교사 대상의 수련감독은 임
상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전문상담교사의 발달단계에 적합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문상담교사들을 위한 종합적 수련감독 모형의 구조는 크게 세 가지 차원,
즉 1) 수련감독의 구성요인(parameter)(전문지식, 업무수행 능력, 개인 특성 및 자질, 평
가), 2) 수련감독자 역할 및 기능(교사, 상담자, 자문자, 감독 평가자), 그리고 3) 수련자
의 발달수준(1-4수준)으로 구성하였다. 세 가지 차원 중, 수련감독의 구성요인과 수련
감독자 역할 및 기능은 전문상담교사의 직접적 서비스 제공 관련 업무에 초점을 맞추
는 반면, 세 번째 차원은 발달모형의 내용을 적용한 것으로, 전문상담교사의 발달수준
을 고려해서 수련감독의 수준을 조정할 수 있고, 전문상담교사의 능력이 신장되어 가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 모형은 4 x 4 x 4 매
트릭스로 구성되었고, 각 차원에 따라 세부적인 구성요소들이 입체적이고 역동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전문상담교사를 위한 종합적 수련감독 모형의 개념과 구조는 (그림 1)
과 같다.

한국의 전문상담교사를 위한 종합적 수련감독 모형 탐색 137

㢬
㉥㟈
⓹Ạ
ᵄ
㫴㐑
㍌⥜
⥙
㤸ⱬ
䚽⏙
㍌
㣄㫼
ⵃ
㛹ⱨ
㉥
䏭
ᴴ
ᵐ㢬
䓽
Ẅ㇠
㨴
[G㍌
㥐
Ḕ
ㇵ
㣄

Ἵ

㥐

㣄ⱬ
㣄

㥐

ᵄ⓹

䓽ᴴ
㣄
㍌⥜
ᵄ⓹
㣄
㜡䚔

㸼
Ἵ

㥐

ZG ㍌
YG㍌

㨴

㨴

㨴
XG㍌

Ẅ㇠
ㇵ
ⱬ
㤸

㍌㨴
ⵐ␠

(그림 1) 전문상담교사를 위한 종합적 수련감독 모형

1. 수련감독 구성요인
수련감독의 구성요인은 수련감독의 내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수련감독을 받는 전문
상담교사가 전문가로서 기대되는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부분이다. 수련감독의 구성요인
은 Bradley와 Ladany(2000)의 제안을 토대로 (그림 1)에서와 같이 전문상담교사의 업
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전문상담교사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임상, 행정, 발달 관련
이론, 개념, 연구), 업무수행능력(임상 및 행정업무에 요구되는 기술과 기법 및 판단력),
개인특성 및 자질(형식, 내용, 역할기대), 특성(처치양식, 배경, 내담자), 평가(기준, 절차,
중재문제)와 같은 하위요소로 구분하였다. 이 구조는 수련감독이 틀 내의 요인들에 의
해 영향을 받는 과정이라는 기본가정에 따른 것이다. 그 하위요소에 대한 설명은 다음
과 같다.
가. 전문지식
먼저, 전문상담교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지식은 미국학교상담자협회(American School
Counselor Association)의 종합적 학교상담 모형에 의거하여 학교상담의 내용요소(학업
발달, 진로발달, 인성·사회성 발달), 조직적 틀(학교상담의 정의, 근거, 가정의 세 가지
구조적 요소 및 학교상담 교육과정, 개별계획, 반응적 서비스, 체제지원의 네 가지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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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요소), 그리고 자원요소(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인적, 재정적, 정치적 자원)로 구
성된다(Gysbers & Henderson, 2001). 강진령, 손현동(2006)은 학교 급별 전문상담교사
의 역할에 관한 연구(강진령, 손현동, 조은문, 2005a, 2005b; 허승희, 박성미, 2004, 2005)
에서 추출된 요인들을 범주화하여 수련감독의 영역을 크게 두 가지 영역, 즉 직접적 서
비스(개인상담, 소집단 상담, 위기상담, 대집단 생활지도)과 간접적 서비스(자문, 조정,
학교상담 프로그램, 학교상담 관련 행정업무)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고려해
볼 때, 전문상담교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지식은 임상적 측면의 업무에 치중되어 있는 일
반 상담자 혹은 심리치료자에 비해 종합적이고 교육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나. 업무수행 능력
업무수행 능력은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전문상담교사에게 주어지는 직무를 효율적
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기술과 기법 및 전략을 말한다. 가장 처음으로 발표된
수련감독 모형의 하나인 Bernard(1979)의 통합차별모형(Integrative Discrimination
Model, IDM)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전문상담교사가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는 과정 혹은 개입 기술(치료적 효과를 지닌 상담 기법과 기술의 적용), 개념화 기술
(상담사례의 분석·이해·설명 가능한 지식과 사정, 그리고 지식의 활용기술), 그리고
개인화 기술(내담자 문제 혹은 관심영역을 내담자의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
한 기술)이 요구된다. 전문상담교사는 수련감독을 통해 이러한 기술과 전략을 신장시
키게 된다.
다. 개인 특성 및 자질
내담자에 대한 상담 서비스 제공과 수련감독자와의 관계 형성에 요구되는 수련자
의 개인특성 및 자질 또한 수련감독을 받게 되는 전문상담교사의 중요한 요인에 속
한다. 일반적으로 정직성, 진솔성, 융통성, 감수성, 자발성, 객관성, 공감적 이해 등은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치료관계 형성에 필요한 상담자의 개인적 품성 혹은 특성
(Bradley & Ladany, 2000)으로서 전문상담교사에게도 적용 가능한 특성이다. 전문상
담교사가 되기 전부터 이러한 특성의 많은 부분을 이미 소유한 전문상담교사들도 있
겠지만, 수련감독자는 수련감독을 받는 전문상담교사들에게 저널(journal) 쓰기, 역할
연습, 모델링, 심리극, 집단 상담과 같은 활동에 참여하게 하여 자각 증진을 돕는다.
라. 평가
평가를 통한 피드백 제공은 수련감독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 하나이다(Neufel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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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피드백은 단순한 판단이나 상황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련의 형식적·비형식적
측정을 토대로 제공되는 것으로, 수련자를 독려하고, 문제영역을 발견하며, 개인적·전
문가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제공된다(Studer, 2006). 수련자에 대한 평가방법으로는
구조화·비구조화 면접을 비롯해서 다양한 평가척도를 활용할 수 있다.

2. 수련감독자 역할 및 기능
종합적 수련감독 모형의 두 번째 차원은 수련감독자 역할 및 기능에 관한 부분이
다. 지금까지 수련감독자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연구는 수련감독의 다른 영역에 비해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 이 주제에 관한 연구들 중에서 특히 Loganbill,
Hardy, 그리고 Delworth(1982)는 수련감독자의 주요 역할로 내담자 복지 감시, 수련
자 성장 증진, 단계발달 촉진, 그리고 수련자 평가를 꼽았다. 반면, Holloway(1995)는
역할이란 말 대신 수련감독자의 기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감시 및 평가, 교수 및
조언, 모델링, 상담, 지지 및 공유를 들었다. Bernard와 Goodyear(1998)는 수련감독자
의 역할을 개념화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부모 자녀 혹은 형제자매 관계에 비유하였
다. Hess(1980)는 장인과 실습생에 비유하여 수련감독자의 역할을 여섯 가지, 즉 강
사, 교사, 사례검토 선임상담자, 자문자, 감시 평가자, 그리고 치료자로 기술한 반면,
Neufeldt(2007)는 이를 대폭 줄여 세 가지, 즉 교사, 상담자, 자문자로 분류하였다. 이
러한 연구자들의 주장을 정리하면, 수련감독자의 임무는 교수, 지지, 모델링, 도전, 자
문, 평가, 감독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를 기초로 수련감독자의 역할은 네 가지, 즉
교사, 상담자, 자문자, 감독 평가자 역할로 요약·구분하였다.
수련감독자의 역할 및 기능 차원에서 수련감독자는 수련감독의 구성요인(제 1차
원)과 수련자의 발달수준(제 3차원)에 따라 교사, 상담자, 자문자, 그리고 감독 평가
자의 역할과 기능을 담당한다. 수련감독자는 위의 두 가지 차원을 고려해서 수련감독
에 있어서 자신의 역할을 결정한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수련감독자는 특
정 역할을 담당하기에 앞서, 수련감독을 받는 전문상담교사가 발달과정상의 수준, 수
련감독을 통해 얻고자 하는 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및 전략, 내담자의 욕구,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가. 교사 역할
전문상담교사에게 내용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련감독자는
교사(teacher), 즉 가르치는 자로서 혹은 훈련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교육내
용은 주로 수련감독을 받기 전에 미처 습득하지 못한 기술과 대학원 상담교육 과정
에서 습득한 기술을 학교상담의 실제에 적용하는 것과 관련된 것, 즉 임상관련 내용,
소속 학교 혹은 기관의 규정 및 절차, 전문가로서의 윤리 및 지침, 법규, 행정업무 및
각종 공문처리 절차 등에 관한 폭넓은 지식과 정보가 포함된다(Holloway, 199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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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감독에서의 교육이 대학이나 대학원 과정에서의 것과 다른 점이 있다면,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상담전공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이면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강좌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비해, 수련감독에서는 수련자의 발달수준, 개인 특성 및 자질, 그리고
수련감독의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Studer, 2006)는 것이다. 따라서 종합적 수련
감독 모형에서도 수련자의 발달수준에 따른 수련감독의 구성요소 및 수련감독자의
역할의 융통성 있는 적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문상담교사의 학교상담 직무에 관한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수련감독자는 중요한
자료의 학습을 위한 접근방법을 구조화하고, 정보와 예시를 제공하며, 질문을 독려하
고, 지속적으로 요약과 복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수련감독자가 교사
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고 전문상담교사는 그저 받기만 하
는 관계를 의미하지 않는다. Neufeldt(2007)는 수련감독자가 담당하게 되는 교사의
기능으로, 관찰된 상담회기 상호작용의 평가, 상담자에게 내담자에 관한 가설 설정
요구, 적절한 개입방법 확인, 개입기법의 교수, 예시, 혹은 모델링, 구체적 전략과 개
입방법에 대한 근거 설명, 그리고 상담회기에서의 의미 있는 사건의 해석을 들었다.
나. 상담자 역할
수련감독에서 상담자 역할 혹은 기능을 담당한다는 것은 전문상담교사의 인간적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상담 장면에서 흔히 사용되는 지지 혹은 공감과 같은
공통적인 치료적 요인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Loganbill, Hardy, &
Delworth, 1982). 여기에는 신뢰감 형성, 불안 감소, 그리고 통찰 촉진 등과 같은 활
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포함된다. 흔히 이러한 활동을 상담자의 역할이나 기능으로
간주하지만, 실제로는 수련감독자 본연의 역할 혹은 지지적인 기능을 반영하는 셈이
다. Neufeldt(2007)는 수련감독 과정에서 수련감독자가 담당하게 되는 상담자의 기능
으로, 상담 회기와 수련감독 회기 중 전문상담교사의 감정 탐색, 구체적 기법 혹은
개입방법에 관한 수련자의 감정 탐색, 상담회기에서의 자신감과 염려에 대한 수련자
의 자기탐색 격려, 개인적 역량과 성장 영역을 정의할 수 있도록 수련자 조력, 수련
자 자신의 정동과 방어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들었다. 수련감독 과정에서 수
련감독자는 상담기술을 시의적절하게 적용함으로써 전문상담교사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기탐색과 자각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다. 자문자 역할
수련감독자의 자문자로서의 역할은 수련감독자가 자신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활
용하여 다른 동료상담자를 조력하는 것은 물론, 전문상담교사의 문제해결 능력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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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키고 전문가로서의 발달을 촉진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Studer, 2006).
자문자로서의 역할과 기능은 경험이 없는 초보 전문상담교사보다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상담교사들에게 적합하다. Neufeldt(2007)는 수련감독자의 자문자로서의 기능을
수련자를 위해 대안적 개입방법 혹은 개념화 제공, 수련자에게 전략과 개입방법에 대
한 브레인스토밍 기회 제공, 내담자 문제와 동기에 관해 수련자와의 논의, 수련감독
회기 중 수련자의 욕구 충족 시도, 수련자로 하여금 수련감독 회기의 구조화 기회 제
공을 꼽았다. 반면, Bradley와 Gould(2001)는 수련감독자가 자문자 역할을 하는 영역
으로 네 가지, 즉 내담자와의 작업에 있어서의 개인 문제, 전문가로서의 발달, 새로운
기술 습득, 그리고 프로그램 발달, 유지 및 평가를 들었다. 자문은 흔히 비평가적 관
계로 간주되므로, 자문자로서의 수련감독자는 수련감독의 방향 제시와 구조화보다는
전문상담교사와 함께 목표와 세부목표를 설정하여 목표달성을 꾀하여야 할 것이다.
라. 감독평가자 역할
감독평가자(monitoring evaluator) 역할은 앞서 언급한 수련감독자의 역할 혹은 기
능에 비해 특히 경험이 부족한 전문상담교사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Neufeldt, 2007; Studer, 2006). 평가는 수련감독의 중핵적 구성요소로, 수련감독이 시
작될 때 전문상담교사와 직접적으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다. 수련감독의 성
격상 수련감독자와 수련자인 전문상담교사 사이에는 자칫 평가자와 피평가자 혹은
감독자와 피감독자라는 수직적 관계가 형성되어 수련자의 저항이나 방어적 태도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련감독자는 평가자로서의 역할을 지나치게 부각시키지
않도록 유의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역할에 대해 분명한 언급을 회피하는
것은 전문상담교사와의 작업동맹(working alliance)과 내담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수련감독자는 신뢰관계를 토대로 감독 평가자로서의 역할에
대해 부드럽고 간결한 어조로 전달한다.

3. 수련자의 발달수준
수련감독을 받게 되는 전문상담교사의 전문가로서의 발달은 진로발달과정에 있어
서 일반 상담자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이고 비선형적인(nonlinear) 학습 및 성장과정으
로 볼 수 있다(Bradley & Ladany, 2000). 물론 이 과정에는 독특한 개인차가 있겠으
나, 수준별 단계를 설정함으로서 수련자의 발달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수련감독을 받게 되는 전문상담교사의 발달수준은 Stoltenberg, McNeil, 그리고
Delworth(1998)의 통합발달모형(Integrated Developmental Model, IDM)을 토대로 4
단계, 즉 학사 및 석사과정 수준(제 1수준), 석사과정 실습 및 인턴수준(제 2수준),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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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위 후 및 박사과정 수준(제 3수준), 그리고 선임 전문상담교사 수준(제 4수준)으
로 분류하였다. 각 수준에 따른 전문상담교사의 발달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준거는 향
후 다양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 더욱 정교하게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가. 제 1수준: 학사 및 석사과정 수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제 1수준은 대학에서 2급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임
용고사에 합격하여 전문상담교사로 발령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상담관련 전공 대학생으로 전문상담교사 과정을 이수하고
있거나, 상담 관련 전공으로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정도의 발달수준을 가리
킨다. 이 수준에 속하는 경우, 상담 혹은 학교상담에 관한 전문적 지식은 물론 임상,
발달, 행정 영역에서 학교상담 업무를 수행하는데 매우 제한적이고 의존적이어서 보
다 구조화된 교육적인 수련감독이 요구된다. 따라서 수련감독자는 네 가지 역할 혹은
기능 중 교사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나. 제 2수준: 석사과정 실습 및 인턴수준
수련자 발달의 제 2수준은 2급 전문상담교사로 수년간 학교현장에서 근무한 경력
이 있거나 상담 전공으로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이나 석사과정
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상담자 실습 중인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 정도의 지식
과 임상 경험을 축적한 자가 해당된다. 물론 전문상담교사로서의 근무연수를 보다 명
확하게 정하는 일은 향후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 수준에 속하
는 사람은 흔히 상담자 자신의 의존성과 자율성 사이에 갈등을 경험하게 되므로, 수
련감독자는 코치(coach)로서의 역할이 요구된다. 다소 경험이 부족한 수련감독자는
이 수준에 속하는 수련자의 도전을 받을 수 있다.
다. 제 3수준: 석사학위 후 및 박사과정 수준
제 3수준에는 상담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나 상담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대학원생 정도의 지식과 임상경험을 갖춘 전문상담교사가 해당된다. 수련
자의 발달과정상, 이 시점에서는 수련자가 수련감독자에게 상호공유와 도전 및 직면
을 열망하게 된다. 이 수준에서 수련감독자는 수련자가 제공하는 구조의 대부분에 맞
출 정도로 보다 자문자(consultant) 역할에 강조점을 두게 된다.
라. 제 4수준: 선임 전문상담교사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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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은 단계인 제 4수준에는 비교적 충분한 정도로 수련감독 경험을 토대로 적
정한 임상, 발달, 행정 경험을 축적한 전문상담교사가 속하게 된다. 이 수준에 속하는
수련자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수련감독에 앞서 자
신에게 필요한 부분을 분명히 알고 있으므로, 수련감독 회기는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구조화를 통해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 수준에 속하는 전문상담교사는 수련
감독의 성격상 수련감독자의 동료로 대우를 받게 된다.

IV.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종합적 학교상담 모형을 기초로 전문상담교사들을 위한 종합적 수련감독
모형의 구조를 탐색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현재 한국의 전문상담교사제도
의 시행에 있어서 수련감독에 관한 이렇다 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을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전문상담교사의 주요 업무가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
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문상담교사에 대한 수련감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김계현, 1992; 심흥섭, 1999; 손현동, 강진령, 2007; 최해림, 1999; Barret
& Schmidt, 1986; Borders & Leddick, 1987; Luke & Bernard, 2006). 발령 전과 후의
전문상담교사에 대한 철저한 수련감독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제도적 장치
마련 없이 한국의 전문상담교사들이 학생상담 업무에 참여하는 것은 상담전문가로서의
윤리와 윤리적 상담업무 수행을 위한 원칙에도 어긋나는 일이라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개념적 수련감독 모형을 탐색하기 위해 학교상담과 상담 수련감독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모형에 관한 문헌들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4 x 4 x 4 매트릭스로
구성된 3차원 모형, 즉 수련감독의 구성요인(전문지식, 업무수행 능력, 개인 특성 및 자
질, 평가), 수련감독자 역할 및 기능(교사, 상담자, 자문자, 감독평가자), 그리고 수련자
의 발달수준(1-4 수준)으로 구분하여 각 차원에 따라 세부적인 구성요소들이 입체적이
고 역동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구안되었다. 이 모형의 특징은 전문상담교사의 통합적
(예방적, 발달적, 체계적) 역할을 강조한 종합적 학교상담 모형을 근간으로 구성되었다
는 점이다. 이 모형을 통해 수련감독자는 수련감독 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학교상담의
내용요소, 조직적 틀, 그리고 자원에 관하여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인 평가적
피드백을 통해 전문상담교사의 직무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컨대
3C‘s Plus, 즉 상담, 자문, 조정, 대집단 생활지도에 관한 폭넓은 직무 영역 뿐 아니라,
소속 학교의 생활지도 교육과정, 개별학생 계획, 반응적 활동, 그리고 체제 지원을 통합
적으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직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련감독자는 이 네 가지 영역에 대한 전문지식의 내용을 고려
하여 전문상담교사의 발달수준에 따라 네 가지 역할들 중의 하나를 택하여 기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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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업무수행 능력과 개인 특성 및 자질 향상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전문상담교사를 위한 종합적 수련감독 모형은 전문상담교사가
반응적 서비스는 물론 예방적, 발달적, 적극적, 순향적(proactive), 종합적, 아웃리칭
(outreaching) 서비스 담당을 위한 능력을 배양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인간의 발달과정으로 볼 때, 아직 영아기에 해당되는 한국의 전문상담교사
제도의 체계를 갖추는 한편, 전문상담교사를 위한 보다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수련감독
모형 개발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데 의의가 있다. 수련감독은 초심상담자의 전문성 향상
뿐 아니라 상담경험이 많더라도 다루기 어려운 내담자를 상담하는 경우 혹은 낯선 주
제를 다루게 되는 경우에 필요한 전문가의 서비스이다. 따라서 전문가의 수련감독은 예
비전문가인 전문상담교사들이 당연히 거쳐야 하는 필수과정임과 동시에 상담의 윤리적
실천을 위한 올바른 선택인 것이다. 학교상담은 학생 개개인과 학부모, 교직원,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이러한 점에서 전문상담교사는 자칫 서
비스 고객의 안녕과 복지 및 정신건강에 잠재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위
치에 있다. 따라서 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상담자가 전문가의 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상
담업무를 수행하도록 방임한다는 것은 전문가로서의 책무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
(Roberts & Borders, 1994). 뿐만 아니라 전문상담교사의 전문적 능력 신장을 지체시킬
수 있다(Page, 1994; Sutton & Page, 1994)는 점에서 전문상담교사들에게 있어서 수련
감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하겠다. 실제로 수련감독을 거의 받
지 못하거나 전혀 받지 못한 미국의 학교상담자들은 자신감과 업무수행 능력은 물론
상담의 성과도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Agnew, Vaught, Getz, & Fortune,
2000; Crutchfield, Price, McGarity, Pennington, Richardson, & Tsolis, 1997; Peace,
1995).
향후 과제는 본 연구에서 산출된 모형을 한국의 학교장면에 직접 적용하여 그 효과
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타당화 작업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상담교사에 대한 객
관적이고 체계적인 수련감독에 대한 평가방법들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전문상담교사제
도가 시행된 지 이미 여러 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상담 국가표준모형은 물론
전문상담교사들을 위한 수련감독을 위한 제도적 장치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
서 전문상담교사들을 위한 종합적 수련감독 모형 탐색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또한
다양한 이론적 접근을 근간으로, 한국의 전문상담교사들을 위한 효과적인 수련감독 모
형들이 개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구안된 다양한 전문상담교사 수련감독 모형들의 타
당성과 효과를 과학적·체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경험적 연구들이 뒤따라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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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xploration of a Comprehensive Supervision Model
for the Korean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
Kang JinRyung (Kyung Hee University)
The necessity of supervision for the Korean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 has
been presented even before the initiation of the system. In order to perform the
supervision system for the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 it is needed an effective
supervision model that takes into consideration school environments as well as the
roles of the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 differentiated from the counselors in other
areas.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xplore the comprehensive
supervision model for the Korean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 based on the
comprehensive school counseling mode. A three-dimensioned model with 4 x 4 x 4
matrix including the parameter of supervision, the roles and functions of supervisor,
and the developmental levels of trainee was constructed on the basis of extensive
literature review on the comprehensive school counseling model developed by
Henderson and Gysbers (2000), theoretical approaches to supervision, and
supervision models. The comprehensive supervision model for the Korean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 constructed in this study consists of specific elements
in each dimension to function on three dimensions dynamically. It is expected to
facilitate the supervision system for Korean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 as well as
provide a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effective supervision models for them in the
future.

★ key words : Supervision model,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
Comprehensiv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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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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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sel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