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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한국카운슬러협회는 1963년 12월 출범하여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 협회
는 창립이래로 학교현장에서 학교상담과 생활지도를 실천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8월 6일과 7일에는 ‘따뜻한 교실, 행복
한 학교를 위한 카운슬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가천대학교에서 제50차 연차대회를 성공적
으로 마친바 있습니다. 한국카운슬러협회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상담과 생활지도의 역사입
니다.
창립 당시 우리 협회는 설립 취지문에서 “카운슬러의 전문적 성장을 돕기 위하여 전문적
인 학술단체의 필요와 청소년 지도의 경험을 교환하고 연구할 필요에 부응하는 기관”임을
대외적으로 천명한 바 있습니다. 협회 설립 취지문을 기반으로, 한국카운슬러협회는 창립
이래 다양한 상담기술, 기법, 전략, 학생 생활지도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연구․보급해 왔
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심의․인증하여 교육부에 등록되는 민간자격증
인 학교상담전문가 자격검정을 통해 매년 학교상담 영역의 전문가 배출을 비롯하여 학교상
담 분야 전문가들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역할로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한국카운슬러협회의 비전은 향후 학교상담전문가들이 홍보, 리더십, 협력, 그리고 체계적
변화를 통해 이미지를 개선하는 한편, 사회봉사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가기 위한 기
반을 구축하는데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카운슬러협회는 학교상담전
문가들에게 학교상담에 필요한 정보, 기술, 네트워크, 자원을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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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교, 가정, 사회, 그리고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에서 성공적인 삶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무쌍한 사회의
분위기는 상담전문가들에게도 다양하게 특화된 전문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
담자들도‘일반상담자(generalist) 지향적 접근’에서 ‘특수상담자(specialist) 지향적 접근’으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학교상담전문가의 책무와 직무의 탐색은 매우 의
미 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Ⅱ. 학교상담전문가의 책무
학교상담전문가는 전문직업인(professional)입니다. 그렇다면 전문직업인으로서 우리 사회에
대한 학교상담전문가의 책무는 무엇일까요? 책무성(accountability)이란 학교상담전문가가 우
리 사회에 필요한 존재인가,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가에 관
한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학교상담전문가가 책무를 다하려면 무엇보다도 전문
적 역량을 갖추고, 그 역량을 발휘하여 사회의 안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일조하는 것입니
다.
1. 전문적 역량 발휘
전문직(profession)이란 학문이나 과학의 한 분야에서 전문적 교육과 훈련을 필요로 하
는 직업을 말합니다. 즉, 전문직에서 일하는 사람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전
문성을 갖추고 전문직에서 일하는 사람을 전문가(professional)라고 합니다. 여기서 전문성
(professionalism)은 아마추어와 구분되는 전문가의 인격, 정신, 기술 또는 지위, 실행, 방법입
니다(American College Dictionary, 1998). 이형득(1988)은 전문직과 통속직을 구분하는 준거를
다음 6가지로 제시하였습니다.
쉽사리 전직하기 힘든 생업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2. 개인적 이득보다는 공중과 사회에 대한 봉사를 강조합니다.
3. 고도로 발달된 철학적․과학적 지식과 기술에 의존합니다.
4. 장기간의 전문교육과 훈련을 필요로 하는 높은 자격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5. 강력하고 친밀성을 띤 조직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6. 업무와 행동을 지배하는 윤리강령을 실천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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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상담전문가가 전문직이라면, 학교상담은 학문영역에서 전문지식, 교육, 수련, 경험을
필요로 하는 직업입니다. 특정 직업이 전문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조건이 충족되
어야 합니다(Herr, Cramer, & Niles, 2004).
1.
2.
3.
4.

구성원들이 봉사 지향적이다.
구성원들이 높은 수준의 자기 통제력이 있다.
보상 체계, 즉 재정적 뒷받침과 명예가 뒤따른다.
일관된 훈련프로그램에 의해 이루어지는 전문가로서의 문화가 있다.

무실역행(務實力行)! 참되고 실속 있도록 힘써 실행함을 의미하는 한자성어입니다. 다른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학교상담 역시 사회의 발달과 함께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학
교상담은 태동된 이래 언제나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왔습니다. 학생들을 후원하기 위
해 학교상담전문가는 개인·집단상담, 학급단위 생활교육, 교사·학부모 컨설팅, 프로그램의
코디네이팅과 같은 활동에 참여합니다. 또한 교육팀의 일원으로 학생들의 교육 기회와 과
정을 촉진하기도 합니다. 학교상담전문가의 책무성 완수를 위한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
3.
4.
5.
6.
7.
8.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증명하라.
학교구성원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하라.
학생들의 요구와 프로그램의 성과를 주의 깊게 평가하라.
학교상담 프로그램을 능숙하게 계획, 설계, 실행, 평가하라.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라.
학생조력에 필요한 기술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라.
소속학교와 지역사회의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라.
소속학교, 다른 학교, 외부기관의 구성원들과 협력하라.

노련한 학교상담전문가에게 요구되는 자질로는 끈기를 들 수 있습니다. 끈기에는 직무관
련 기술, 기법, 전략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려는 자세가 포함됩니다. 상담에 필요한 지식
과 기술은 지속적인 연습이 필요한데, 상담은 처음 10,000회기까지가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Farrelly, 1989). 학위는 학교상담전문가가 되기 위한 자격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단순히
기본 기술의 습득을 의미합니다. 보통 특정 기술에 탁월함을 발휘하려면 최소 10,000시간을
투자해야 하는데, 천재들은 오히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노련한 학교상담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부단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문가 협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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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을 통해 학교상담전문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한편,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2. 전문가 협회 가입
학교상담전문가는 전문가 협회에 가입하여 멤버십(membership), 즉 회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회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것은 회원으로 가입하고, 일정한 회비를 납부하며, 협회에
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가함으로써 소속감을 가지고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
합니다. 전문가 집단의 공통점은 전문적인 협회에 가입함으로써 특정 전문가 집단에의 소
속감을 갖는 것입니다. 학회가 특정 분야의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모임이라면, 협회
는 특정 전문직에 종사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모임입니다.
학교상담전문가들에게는 전문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결성된 한국카운슬러협회가 있
습니다. 전문가 집단이 동일한 목적으로 협회를 설립․유지해 나가는 이유는 결속력, 지위,
서비스, 기준과 지침, 지속적인 교육 기회, 자기주도, 경제적 향상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입
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의사들은 대한의사협회,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를 결성하여 구
성원들의 권리를 대변하고 이익의 극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3. 전문가 자격증 취득
학교상담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자격증(certificate)을 취득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미국상담학회(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ACA) 산하의 상담․관련
교육프로그램인증위원회(Council for the Accreditation of Counseling and Related Educational
Programs, CACREP)과 미국자격증소지상담자위원회(National Board for Certified Counselors,
NBCC)는 중요한 업무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CACREP은 훈련 프로그램을 위한 현재의 최상
의 기준과 함께 상담의 전문성을 제공하는 반면, NBCC는 국가공인 상담전문가(professional
counselor)자격증을 발급합니다. 이 자격증은 일반(general) 자격증과 특수(specialty) 자격증으로
나뉩니다.
특히 CACREP은 1985년에 이미 학교상담자 훈련을 위한 특수기준(specialty standards)을 개
발하여 실행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의 CACREP 기준에 따르면, 연수중인 학교상담전문가들
에게 지정된 교육과정과 수련감독 경험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CACREP에서 인증한 상담자 훈련기관의 모든 상담자 수련생들은 반드시 지정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한편, 다음과 같은 8개의 공통필수 영역의 지식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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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성장과 발달: 모든 발달수준에 있는 개인의 특성과 요구의 이해를 돕는 연구물
사회․문화 기초: 다문화․다양한 사회에서의 쟁점․경향성의 이해를 돕는 연구물
조력관계: 상담․자문과정의 이해를 돕는 연구물
집단: 집단발달, 역동, 상담이론, 집단상담 방법과 기술의 이해를 돕는 연구물
진로 및 생애발달: 진로발달 및 일, 가족, 기타 생활요인들 간의 상호관계의 이해를 돕는 연

6.
7.

평정: 사정․평가에 대한 개인․집단 접근의 이해를 돕는 연구물
연구 및 프로그램 평가: 연구방법, 기초통계, 연구에서의 윤리적․법적 고려사항의 유형에

8.

구물

관한 이해를 돕는 연구물
전문가 오리엔테이션: 역사, 역할, 조직구조, 윤리, 기준, 인증을 포함한 전문가 기능의 전
반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를 돕는 연구물

이외에도 CACREP에서는 대학 내에서 수련감독 하에 실시하는 임상경험을 포함해서 수련
감독 하에 상담실습 과 인턴십 을 이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CACREP에
서는 학교상담자(school counselor)가 되려는 학생들에게 수련감독 하의 상담실습을 총 100시
간 이상 이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담실습은 수련감독 하에 개인․집단상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CACREP은 상담실습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전문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상담전문
가의 수련감독 하에 600시간 이상의 인턴십을 이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600시간 중
에는 240시간 정도의 직접적인 상담실습, 즉 개인상담, 집단 활동, 학급단위 생활지도, 자문
이 포함됩니다(Wittmer, 2007). 한편, 학교상담전문가가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은
다음 4가지 영역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ASCA, 1999).
practicum

영역

내용
§
§
§

역량

internship

§
§
§
§

홍보․리더십
사정․프로그램 평가
기본 연구수행
자문
학교상담 프로그램 조정
개인․집단상담
발달이론과 실제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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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 이론과 실제
대인관계․의사소통기반 협력기술
다문화․다양성 문제
학교상담전문가의 윤리적․법적 문제
전문가로서의 발달
체계이론과 실제
테크놀로지(컴퓨터 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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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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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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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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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발달이론․개념
개인상담 이론․기법
자문 이론․기법
가족상담 이론․기법
집단상담 이론․기법
학습․동기이론

§
§
§
§
§

진로발달
생활기술
학습이론
성격변화
조력과정
개인평정이론과 접근방법

§
§
§
§
§

요구조사
개인상담
집단상담
교사․학생․학부모 자문
프로그램, 교육관련 검사, 진로발달,
물질오남용에 관한 조정
교육․진로상담
문제발견․의뢰
표준화검사 실시․해석
다문화상담

§
§
§
§

§
§
§

진로발달․선택 이론과 기법
문화가 개인의 발달․행동에 미치는 영
향
평가 이론과 과정
상담관련 윤리적․법적 문제
프로그램․모형 개발
다문화 사회와 지역사회 인식
교육환경
교육과정 개발
전문가 윤리
프로그램의 계획, 관리, 평가
윤리적 의사결정
학생, 교직원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 조성
인종, 성별에 대한 편견 제거
교내외적으로 교직원, 지역사회, 학부모
에게 학교상담전문가의 활동범위와 기능
에 관한 설명 제공
교직원 대상 서비스 계획․실시
내담자 조력에 관한 정보 탐색
학교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평가

학교상담전문가로서 전문적 능력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는 일은 윤리적 측면뿐 아니
라 직업적 성공에 필수적인 중요한 작업입니다. 따라서 학교상담전문가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연수 이외에도 평생 학습자가 되어야 합니다. 평생 학습자로서 지속적인
상담실습, 상담사례에 대한 면밀한 분석, 전문서적과 학술지 독서, 워크숍, 협회 활동 참여
를 통해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야 합니다.

Ⅲ. 학교상담전문가의 직무
학교상담전문가는 어떤 직무를 담당해야 할까요? 학교상담전문가의 주요 직무는 크게 학
교구성원으로서의 직무와 전문가로서의 직무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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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구성원으로서의 직무
학교상담전문가가 담당해야 할 학교 내에서의 직무는 4C‘s Plus, 즉 상담(counseling), 코디
네이팅(coordinating), 컨설팅(consulting), 협력(collaboration), 대집단 생활교육(large group guidance)
또는 학급단위 생활교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상담활동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담
상담(counseling)은 학교상담의 직접 서비스에 속하는 활동으로, 주로 일대일 또는 소집단
형태로 학생들의 정서행동 문제와 발달상의 관심사를 다룬다. 이때 학생들에 대한 진솔한
보살핌, 공감, 지지는 긍정적인 관계형성을 앞당기지만, 도덕적 훈계, 충고, 의존심 조장 등
은 관계를 저해합니다. 학교상담전문가는 다양한 형태의 학생문제와 관심사를 다루게 됩니
다. 상담은 크게 학업, 진로, 예방 및 발달 등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합니다.
첫째, 학업상담은 학교 급을 통틀어서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높여주고 학습의 즐거움을
북돋아주는 활동입니다.
둘째, 진로상담은 학생들의 진로의식 고양과 의사결정기술 습득을 도움으로써 장기목표
의 설정․달성을 돕는 활동입니다.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폭넓은 진로에 관한
정보제공은 물론 흥미와 적성 탐색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셋째, 예방․발달상담은 보다 적극적인 학교상담 전략으로써 학생들에게 의사소통 기술,
대처전략, 문제해결기법, 인간관계기술 등과 같은 사회적 기술을 가르침으로써 성장과 발달
을 도모하는 한편, 사회기술 부족으로 인한 문제발생을 방지합니다.
1)

컨설팅
컨설팅(consulting)은 학교 안팎, 즉 학생의 사회적 생태체계에 있는 중요한 타인들과 긴밀
하게 활동하는 파트너십이 포함된 간접적인 서비스를 말한다(Keys et al., 2003). ‘자문’으로
도 불리는 컨설팅은 학교상담전문가가 교사, 학교행정가, 학부모가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
용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협력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즉, 컨설팅은
제3자인 학생을 간접적으로 돕기 위해 컨설티를 돕는 과정인 셈입니다. 컨설팅의 목적은
전교생이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전략을 계획․실행하는데 있습니다
2)

(ASCA, 1999b).

코디네이팅
코디네이팅(coordinating)은 학교상담 프로그램 관련 활동을 조직․관리하는 것을 돕는 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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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십의 과정입니다(ASCA, 1990, p. 1). 프로그램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학교구성원
들의 협력이 요구됩니다. 학교상담 프로그램의 형태는 학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조정’이
라고도 불리는 코디네이팅 활동을 통해 학교상담전문가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각 기관 사이
를 이어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또래조력자 프로그램, 스터디그룹 운영 등과 같은
활동을 주도적으로 기획, 관리합니다. 코디네이터 역할의 범위 내에서 학교상담전문가는 다
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책임집니다.
- 예방전략 수립 및 실행
- 진로발달 워크숍 개최
- 학교와 직업세계 연결

- 교육적 사정 및 프로그램 평가 팀 운영
- 학생, 학부모를 위한 의뢰 네트워크 구축
- 위기 학생을 돕기 위한 연구팀 운영

이외에도 학교상담전문가는 코디네이터로서 학생, 학부모, 교사를 위한 자료탐색 돕기,
심리검사 결과 해석,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제공, 학생들의 요구조사, 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과 자료 개발 등을 담당합니다.
협력
협력(collaboration)이란 한 가지 공동목표를 위해 함께 일하는 2인 이상의 동등한 구성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 유형입니다(Friend & Cook, 1996). 학교상담전문가는 학교 내 다
양한 팀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런 팀들은 학교 전체의 문제 또는 특정 학생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함께 합니다. 학교상담전문가가 그런 팀들에게 전문성을 제공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공통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협력을 촉진하는 것입
니다.
협력은 상호작용의 과정(Idol, Nevin, & Paolucci-Whitcomb, 1994)으로, 문제해결에 참여하는
집단참여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춥니다. 협력은 팀워크를 중시하며
참여자 전원이 각기 문제해결 과정에 저마다의 전문성을 제공하고 있다는 인식을 같이 합
니다. 이는 홀로 일할 경우 나타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창의적인 문제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전문성의 통합 과정입니다.
4)

대집단 생활교육
학교상담전문가는 학생들의 학업, 진로, 개인․사회성 발달을 위한 생활지도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ASCA, 1999b). 대집단 생활교육은 학급단위 생활교육이라고도 불
리는데, 이를 통해 학교상담전문가는 지속적으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교상담 서비스를 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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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생활교육을 위해서는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과 학급관리 기
술이 요구됩니다. 적잖은 교사들이 자신의 수업시간을 학교상담전문가에게 할애하는 것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것 또한 학교상담전문가들에게는 보다 큰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습
니다. 따라서 교사들을 설득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활교육이 이미 교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활동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는 일이 학교상담전문가에게는 굳게 닫혀 있는 교실 문을 활짝 열어젖힐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일선 학교에서 교사들 외에 교실에 들어가 생활교육에 관한 수업을
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다. 그러므로 학교상담전문가는 우선 교사가 이미 실행하고 있는
수업과 병행하여 생활교육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학교상담전문가의 교실 출입에 대한 경계
심을 완화시키는 한편, 생활교육에 대한 교사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2. 전문가로서의 과제
전문가로서 학교상담전문가가 담당해야 할 직무는 1) 학교상담 연구, 2) 정부의 예산 확
충과 정책적 지원 유도, 3) 학교상담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4) 학교상담전문가 인력 확대배
치 추진, 5) 학교상담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방안 마련을 들 수 있습니다.
학교상담 연구
학교상담전문가의 첫 번째 과제는 다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 학
교상담 국가표준모형 개발이고, 다른 하나는 학교상담과 생활지도에 관한 연구를 활성화하
는 일입니다. 전자의 것이 필요한 이유는 국가가 공인하는 학교상담 표준모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상담과 학교상담전문가는 자칫 정체성에 있어서 딜레마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다른 활동영역의 상담전문가들은 학교상담자 또는 상담교사를 동등한
기반에서 훈련된 전문가로 인식하는 것을 꺼려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상담에 종사하는
사람들 역시 스스로 고도의 교육과 훈련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고, 적절한 전문적 능력을 갖
춘 훌륭한 상담전문가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Schmidt, 2008).
후자, 즉 학교상담과 생활지도에 관한 연구는 학교교육과 상담 및 생활지도에 관한 정책
입안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게다가 학교현장에서 학생
들의 발달과정상의 과업을 효율적으로 완수할 수 있게 돕는 선도적(proactive) 예방 프로그램
과 문제해결에 필요한 주제별 반응적(reactive)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일조할 수 있
습니다. 이렇게 축적된 학교상담과 생활지도에 관한 연구들은 향후 한국 학교상담 국가표
준모형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물과 모형들은 우리의 학교현장은 물론 전 세계로 보급하여 부가가치를 창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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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전자, 통신, 조선, 자동차 등을 선진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집중적
인 R&D를 통해 선진국으로 역수출을 하게 된 쾌거를 학교상담 분야에서도 실현할 수 있습
니다. 또한 협회의 정체성을 반영한 저널 발간과 학교상담 관련 출판이 병행되어야 할 것
입니다. 특히, 협회 저널은 이론연구 중심의 것과 학교현장의 사례 중심, 2가지 트랙으로
구분하여 발행할 수 있습니다. 연구주제로는 다양한 학교상담 모형 개발, 각 급 학교에 효
과적인 학교상담실 모형 및 PK-12 학교상담 프로그램 개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학교상담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학교상담전문가의 세 번째 과업은 학교상담전문가들이 상호 연계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학교상담은 정치, 경제, 사회 변화의 조류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으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학교상담의 출현과 발전은 암묵적으로 집단이기주의
를 나타내는 관련 영역의 전문가들에게는 위협으로 작용하여 견제의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상담전문가들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구성원들 간에 정보교환을 활
성화 하는 한편, 구성원들의 안녕과 이익을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상담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연계하여 양질의 전문 인력이 학교현장과 지역사회에
서 폭넓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것입니다.
2)

학교상담전문가 인력의 확대 배치 촉진
학교상담전문가의 네 번째 과업은 학교현장에 학교상담전문가를 확대 배치를 촉진하는
일입니다. 이는 정부의 예산 확충과 정책적 지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21세기 한국
교육의 성패는 학교상담의 성공적인 정착 여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
니다. 학교상담전문가를 학교현장에 배치함으로써 다음 4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학교상담 프로그램과 교육과정 계획, 조정, 운영에 전념하게 하여 학교상담전문가
의 전문적 능력을 활용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 및 사후처치 등 학교현장의 현안 해결 및
학교상담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일반교사들의 학생지도에 대한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일반교사가 학생상담을 하게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중관계로 인한 걸림돌을 제
거할 수 있는 한편, 학생들의 상담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넷째, 가정과 지역사회와 연계된 생태체계적(ecosystemic) 전략을 실행할 수 있어서 효과적
인 학생지도 활동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3)

학교상담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방안 마련
학교상담전문가의 다섯 번째 과업은 학교상담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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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고 전문적 지원을 제공하는 일입니다. 유, 초, 중, 고교에 이르는 학교교육의 연계성
은 학교상담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중요한 과업입니다. 학교상담 교육과정 편성과 학교
상담 프로그램 운영은 학교상담의 궁극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학생 개개인
의 성장과 발달을 극대화하고 잠재능력 개발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강진령, 2015).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은 PK-12, 즉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
(pre-kindergarten)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의 발달과정상의 특성에 따라 연계성 있
게 학교상담 프로그램을 개발․실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발달과정에 초
점을 맞추고 적극적인 예방과 반응적 활동을 강조하는 통합적인 학교상담 교육과정과 프로
그램이 요구됩니다. 통합적(integrative)이란 교과교육과 대등하게 학교교육의 다른 한 부분으
로 임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학생문제의 예방과 반응적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교상담 프로그램은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고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한 조
직적이고 체계적이며 과학적인 일련의 활동입니다. 이러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는 어떤 영역을 중심으로 학교상담 프로그램을 구성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합
니다. 따라서 한국카운슬러협회는 학교상담전문가 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학교상담 교육과
정 편성에서 학교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문적 지원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줄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IV.

나오며

지금까지 학교상담전문가의 책무와 직무 및 과제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학교교육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이 정부와 학계, 그리고 학교장면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학교상담의 정착과 발전은 우리 대한민국이 훨씬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발돋움하
고, 나아가서는 효과적인 학교상담 모형과 프로그램을 전 세계에 확대 보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여러 선각자들이 한국 교육과
학교상담의 발전을 위해 흘린 땀방울은 이제 학교상담전문가들의 눈부신 활약을 위한 기회
로 이어져 우리 국민들의 정신건강 도모에 일조하는 한편, 국가와 민족의 안녕과 번영을
위한 초석이 될 것임을 전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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