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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대학교 상담센터에서의 상담수련 경험에 관한 연구

채 순 옥* ․ 최 혜 란
<요 약>
본 연구는 B 대학교 상담센터에서 상담수련을 받고 있는 초보상담자의 상담수련 경험에 관한 현
상학적 연구이다. 이들의 수련 지원 동기와 수련 경험에 대해 심층 면담한 자료를 Colaizzi의 현상학
적 연구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59개의 구성의미와 20개의 주제, 8개의 주제군이 도출되었다. 참여자들
은 전문상담자로 성장하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B 대학교 상담센터에서의 수련을 지원했고, 수련 초
기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어려움과 불확실한 진로로 인해 갈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이들은 초보상담자로서 긴장과 불안 및 좌절과 회의를 느끼지만 개인분석과 상담사례진
행을 통해 자기이해가 확장되었고, 에세이 피드백과 동료들과의 정서적 지지를 통해 긍정적 대인관
계를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수련기간이 경과되며 상담자로서의 여유와 유연성 발현되고,
슈퍼비전을 통해 상담의 이론과 실제를 통합하며 상담자의 전문성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와 함께 후속 연구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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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사회의 급속한 변화로 개인의 심리적 욕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며, 상담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상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으로 상담자에 대한 직
업적 선호도가 높아지며 전문상담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상담이 보편화되고 전문상담
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수록 상담자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상담자의 전문성 발달을 위한 효과
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해지고 있다(손승희, 2004). 실제 상담자의 전문성 문제는
현재 한국 상담이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손은정․유성경․심혜원, 2003), 전문상
담자 양성을 위한 제도가 체계적으로 확립되어 상담자들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상담이 보편화됨에 따른 상담자의 전문성은 점점 중요해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자의 전문성 발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들은 충분히 제시
되고 있지 않다(이재창, 1996).
전문상담자를 위한 교육에는 인간의 심리와 병리에 대한 이해와 상담기법에 대한 이론적인
교육, 이를 실제 장면에 적용시켜보는 실습과정과 수퍼비전 등(김경실, 1999)이 필요하고 전문상
담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 상담이론에 대한 학습과 상담실습 과정을 거쳐야한다. 상
담자들은 상담교육에서의 실천적 지식을 통해 얻어지는 경험이 있을 때 모호하고 복잡한 상황
들에 대해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전문성이 발달하게 된다(Schon, 1983). 실천적 지식은 경험 자체
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대한 자기성찰을 통해서 획득되고, 상담자의 자기
성찰은 상담자 전문성 발달에 핵심적인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유성경, 2002).
초보상담자들이 전문상담사로 발달하기 위해서 수련 초기에 상담자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확립하고 적응해 가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상담자의 전문성 발달 과정을 이해하는데 큰 의
미가 있다(이유정, 2014). 이는 상담자 발달과정에서 초보상담자 단계는 전문상담자로 성장하기
위한 과정으로 상담자만의 특성이 정립되기 전에 경험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시기이고, 이후 상담 전문가로서의 방향성과 발달의 깊이를 좌우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김영주․장재현․김대원․이지원, 2013).
상담전문가가 되려는 초보상담자의 전문성 발달에 관한 관심이 증대하며 초보상담자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초보상담자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상담자 발달 수준에 따른
사례 개념화의 차이와 상담과정에서의 성과 및 역전이 문제를 다룬 연구(손은정․이혜성, 2002;
임고운․김지현, 2008)와 수퍼비전에 경험에 대한 연구(이승은․정남운 2003; 손승희, 2004; 지승
희․박정민․임영선, 2005)가 있다. 또한 상담자 전문성 발달 수준과 상담자의 자기성찰에 관한
연구(손은정, 유성경, 심혜원, 2003; 유성경, 심혜원, 2005; 고윤희, 2013), 상담자들이 상담 중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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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하는 상담성과와 어려움 및 대처법에 대한 연구(김길문, 2003; 김미지, 2006; 오정희, 2007;), 초
심상담자의 조기종결 경험과 스트레스경험에 관한 연구(손유미․정남운, 2005; 정경빈․조성호
2009)등이 있다.
기존의 연구에 나타난 초보상담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초보상담자들은 알아차림이 부족하고
상담 회기 중 내담자에게 주위를 기울이기보다는 자신의 상담 수행에 더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으며, 자신의 상담과정 이해와 상담 수행에 대한 걱정이 많고 높은 수준의 불안을 경험한다
(최은실, 2002). 또한 초보상담자는 이론을 실제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고 상담회기에 적용하는
데 유연성이 부족하고(방기연, 2002), 접수면접 기술과 상담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을 선호한다
(Worthen & McNeil, 1996).

초보상담자들은 인턴 수련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내담자가 되어보고, 상담자로서의 내담자와의
상담에서 부정적인 사건들이나 타문화 경험을 하며, 상담에서 자신의 전문영역을 발견한다. 또
한 멘토나 역할모델을 찾기도 하며, 상실과 고통의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홍숙․주수
현․김효정, 2011). 이와 같이 초보상담자들은 다양한 경험을 거치며 전문상담자로 성장하는데,
특히 수련 과정 중 개인 상담과 수퍼비전 및 교육분석을 받은 경험이 많을수록 상담자의 역전
이 관리능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세미, 1999).
이와 같이 초보상담자들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전문상담자가 되기 위한 초
보상담자들의 연령대가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0세 이후 초보상담자들을 대상으로 하
는 연구는 미약하다. 전문상담자가 되기 위해서 초보상담자들은 석사 학위 취득 후 개인적으로
상담수련 프로그램이 개설된 곳에서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며 일정기간 동안 훈련을 받
기도 한다(오정희, 2007). 그러나 초보상담자들이 실제 상담실습을 할 수 있는 기관은 한정되어
있고, 전문상담자가 되기 위한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선 별도의 수련비용을 지불해야하는 현실
적인 문제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기도 한다.
이러한 어려움을 감수하고도 뒤늦게 전문상담자가 되고자 하는 40세 이후의 초보상담자들이
상담수련기간을 선택하는 동기와 자신들이 선택한 수련기관에서의 상담수련 경험에 관한 연구
가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수련생이 분포
되어 있는 B 대학교 상담센터에서 상담수련을 받고 있는 40세 이후의 초보상담자들을 대상으로,
B 대학교 상담센터에서의 상담수련을 선택한 동기와 상담수련 경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
에 본 연구는 40세 이상의 초보상담자들이 상담수련기관을 선택하는 동기와 상담수련 현장의
경험에 대해 심도 있는 탐색을 통해 40세 이후의 초보상담자들에 대한 이해의 확장을 도모하고,
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 자료와 상담수련 과정 시스템 도입에 관한 근거자료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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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대학교 상담센터에서 수련을 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초보상담자들이 B 대학교 상담센터를
상담수련기관으로 선택한 동기와 B 대학교 상담센터에서 상담수련 중 어떠한 것들을 경험하는
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B

연구문제 1. B 대학교 상담센터에의 수련을 선택한 동기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2. B 대학교 상담센터에서의 수련경험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연구 참여자 7명의 학력은 석사졸업 5명과 박사과정 재학 2명이고 성별은 모두 여성이며, 평
균 연령은 만 47세(최소 만 40세, 최대 만 52세)이다. 이들은 모두 B 대학교 상담센터에서 1년
동안의 인턴 수련 과정을 수료하고 B 대학교 상담센터에서 레지던트 수련과정 중에 있는 상담
자들로 레지던트 수련기간이 1년인 참여자는 3명, 2년인 참여자는 4명이고 이들의 개인상담 경
력은(B 대학교 수련과정을 제외) 최소 6개월에서 최대 4년이다.
2.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13년 9월 예비조사를 실시함으로 시작되었다. B 대학교 상담센터에 근무하는 인
턴 5명, 레지던트 5명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근거로 총7명의 대상자에 대한 심
층면담이 이루어졌다. 참여자들은 B 대학교 상담센터에 수련을 받고 있는 레지던트 7명으로 이
들이 B 대학교 상담센터에서 수련을 선택한 동기와 B 대학교 상담센터에서의 상담수련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료의 포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참여자에 대한 심층면담은 2014년 6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실시하였으며, 면담에 앞서 연구
참여 동의의 절차가 이루어졌다. 즉, 연구의 목적과 비밀보장에 대한 것을 밝히고, 연구 자료와
정보는 연구 이외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한 후 동의서명을 받았다. 1차면담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었고, 2차면담에 대한 안내를 하였으며, 면담은 참여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임할 수 있도록 B 대학교 상담센터의 상담실에서 이루어졌다. 면담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을 하였으며, 녹음된 내용은 면담 후 곧바로 연구자에 의해 필사되었고 필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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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연구제목과 연관하여 반복해서 읽으면서 참여자들의 말 속에 포함된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첫 면담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보충 질문이 필요한 부분을 메모하였다가
2차면담에서 보완 질문을 하였다. 보완 질문에서는 1차 질문에서 다뤄진 사실적 내용을 근거로
수련기관 선택 동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부분, 에세이 작성과 피드백 경험, 개인분석의
경험,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느낀 점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면담내용은 1차면담과 같은 방법으
로 분석하였으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직접 추가 면담을 통해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였
다.
심층면담은 B 대학교 상담센터에서의 수련을 지원한 동기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수련경
험에 대해 참여자의 이야기 흐름을 따라가며 질문을 하였다. 수련경험에 대한 참여자들의 경험
을 탐구하기 위한 반구조화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B 대학교 상담센터에서의 상담수련
을 선택한 동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세요, 둘째, B 대학교 상담센터에서 상담수련을
통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셋째, B 대학교 상담센터에서의 수련 경험에 대해 이야기 해주
세요, 넷째, B 대학교 상담센터에서의 인턴과 레지던트로서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 해주세요.
3.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는 B 대학교 상담센터에서 상담수련경험에 대해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분
석하였다. 상담전문가로 성장하고자하는 수련생들의 개개인의 심리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그
들이 상담수련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드러내고자 Colaizzi의 6단계 분석 절차에 따
랐다(신경림 외, 2004). 우선 연구 참여자들과의 심층면담 녹음 내용을 필사한 자료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상담수련 경험과 관련된 의미 있는 문장이나 진술을 도출해 내었다. 이후 도출된 자료
에서 의미 있는 진술들을 주의 깊게 보면서 참여자들의 상담수련경험에 대해 일반적이고 추상
적인 형태로 재 진술하였고, 재 진술된 내용들을 참여자들의 상담수련경험에 대한 의미가 잘 드
러나도록 구성의미로 묶었다. 또한 구성 의미로 진술된 문장들을 철저하게 정독하면서 참여자들
의 상담수련 경험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현상들을 주제, 주제군으로 분류하였다. 분석된 자료를
주제에 따라 참여자들이 상담수련 경험의 내용을 총체적으로 기술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 참여
자들의 경험에서 나타나는 현상들과 선행단계에서 확인된 현상의 공통적인 요소를 통합하여 기
술하였다.
분석에 대한 평가는 Lincoln과 Guba(1985)가 제시한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
을 평가기준(신경림 외, 2004)으로 삼았다.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참여자들에게 2, 3차면
담과 추가 질문을 통해서 참여자들의 상담수련 경험이 충분히 반영, 정리, 해석되었는지를 평가
받았다. 또한 최종 분석결과를 참여자들에게 보여주고 참여자들의 상담수련 경험들이 잘 드러나
고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내적 타당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외적타당도의 개념인 적용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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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기 위해 현재 B 대학교 상담센터에서 수련을 하고 있는 수련생 3인에게 연구결과를 보여주
면서 본인의 경험과 비교해 보도록 하였다. 연구의 진행과정 전체를 자세하게 기술하여 다른 연
구자가 수행함에 있어서도 가능하도록 하였고, 현상학으로 연구 논문을 쓴 박사 1인의 자문을
받아 연구절차에 대해 논의하고 수정, 보완함으로써 연구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연구의
객관성을 의미하는 중립성을 위해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전 과정에서 수련생들에 대한 선
이해 및 편견을 배제하였다. 즉, 초보상담자의 수련 경험에 대한 연구자의 선 이해를 괄호 치기
(bracketing)함으로써 현상학적 환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현상학적 연구로 박사학위 논문
을 완성한 박사 1인에게 연구결과를 제시 후 검토 받으면서 연구 참여자들의 입장에서 주관적
인 의미가 드러나도록 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도출된 구성의미, 주제, 주제군
<표 1> 도출된 구성의미, 주제, 주제군
구성의미
주제
주제군
교수님과 수련 슈퍼바이저를 롤 모델로 배우고 싶음
이상화된
명확하고 긍정적인 교수님에게 끌림
지도자와의
만남을 동경함
영성과 상담에 모범이 되는 리더에게 배우고 싶음
전문
많은 상담사례를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이 필요함
충분한
상담자로
학업과 실습을 병행하며 빠르게 성장하길 소망함
상담실습 경험
성장하고
기대함
싶은
다양한 심리검사에 대해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함
소망
전문상담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수련시스템을 원함
전문상담자
여러 개의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조건을 채우고 싶음
자격증 취득에 적합한
기관이라 여겨짐
타 기관에 비해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이 적음
다양한 심리검사의 해석방법을 몰라 당황스러움
센터의 시스템을
새로운
상담행정과 접수면접이 복잡하게 여겨짐
따라가기가 힘겨움 환경 적응의
센터에서 요구하는 과제들을 버거움
어려움과
근무시간 외에 슈퍼비전과 개인분석을 의무적으로 받는 시
불확실한
예상치 못한
스템이 부담됨
진로로
인한
센터 규칙과
센터 일정으로 사적인 일을 포기해야 하몀 짜증남
갈등
부딪치며 불편함
상담 외에 행정 일을 하는 것이 번거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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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의미
취업과 수련지속에 대한문제로 고민함
긴 수련시간이 경제적 부담과 맞물려 힘겹게 여겨짐
수련 후에도 취업에 대한 확신이 안 생겨 불안함
내담자를 기다리며 가슴이 두근거리고 걱정됨
상담시간 내내 긴장되고 머리가 아픔
무엇을 해줄까 어떤 내담자일까 걱정이 앞섬
내담자를 돕고 싶어 마음이 조급해짐
내담자를 도우려는 사명감에 불타 욕심이 앞섬
실수하지 않으려는 긴장감에 질문을 많이 함
준비한 대로 상담이 진행되지 않아 안절부절못함
쉬울 것 같았던 공감이 가장 어렵게 느껴져 막막함
이론으로 배운 것을 상담에 적용하기 어려움
상담이 조기종결 되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힘이 빠짐
여러 기법을 적용해도 상담효과를 얻지 못해 실망함
내담자의 부정적 피드백에 좌절감이 느껴짐
상담 실력이 늘지 않는 것 같아 무력감이 느껴짐
수련을 할수록 상담자로서 부족함이 느껴짐
시간이 흐를수록 상담자의 자질에 의구심이 생김
개인분석을 통해 성장기 아픔을 위로받음
개인분석이 힘든 시간을 견디는 휴식처럼 여겨짐
개인분석 시 억압했던 감정을 표출하며 후련함
내담자에게서 나의 과거를 발견하며 스스로를 위로함
내담자를 격려하며 내 자녀에 대한 조급함이 줄어듦
내담자의 아픔을 위로하고 지지하며 아픔도 줄어듦
에세이를 쓰며 스스로를 분석함
에세이를 쓰며 일주일 동안의 생활을 정리함
에세이 피드백을 통해 선배와 동행하는 느낌을 받음
에세이 피드백을 기다리며 행복함
에세이를 주고받으며 동료들과 연결되는 느낌이 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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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수련생활의
효용성과
진로문제로 갈등함
상담진행에 대한
부담감에 긴장되고
불안함
내담자를 돕고 싶은
욕심이 앞섬

(계속-1)
주제군
새로운 환경
적응의 어려움과
불확실한 진로로
인한 갈등

초보상담자로서
느끼는
긴장과 불안

상담진행이
예상대로 이뤄지지
않아 당황함
상담자로서의
무능감을 느끼며
좌절함
상담자로서의
좌절과 회의
상담자로서의
유능감을 느끼지
못하며 혼란스러움
개인분석을 받으며
개인분석과
정서적 안정감을
상담사례진행을
느낌
통한
상담진행과정에서
자기이해의
역전이 경험을 통해
확장
나의 문제들이 해결됨
에세이를 통해
내적으로 성장함 긍정적 대인관계
경험 및
에세이를 통해
자기성찰
편안함과 친밀감을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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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2)
주제
주제군
동료들과 지지하고 긍정적 대인관계
격려하며 정서적
경험 및
안정감을 느낌
자기성찰
내담자와의
상호작용이
상담자로서의
유연해짐
여유와
유연성
발현
마음에 여유와
객관적 시각이 생김

구성의미
동료들과 배우고 교류하는 시간이 소중하게 여겨짐.
동료들과 생활하며 조화의 중요성을 깨달음
동료들의 지지와 격려가 든든하고 힘이 됨
내담자와 상호작용하며 상담을 진행하게 됨
내담자에게 집중하며 상담을 진행하게 됨
상담자의 틀을 강요하지 않고 내담자를 따라가게 됨
변화의 키는 내담자에게 있음을 알고 마음이 편해짐
내담자를 도울 수 없다는 걱정이 줄어듦
내담자를 기다릴 줄 아는 여유가 생김
슈퍼비전을 받으며 인간이해의 폭이 넓어짐
슈퍼비전을 통해
슈퍼바이저들의 다양한 이론적 관점을 보며 상담진행에 융통성 상담진행 및
이 생김
사례개념화에 대해 상담의
이론과 실제를
배움
슈퍼비전을 통해 주관적 틀에서 벗어나 객관적 인식을 하게 됨
통합하며
다양한 슈퍼바이저의 슈퍼비전이 금과옥조처럼 여겨짐
슈퍼비전에서
상담자의
상담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배우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감
새로운 지식을 전문성 강화
배우며
전문가들의 슈퍼비전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며 지적 욕구를 충족
학구열을
충족시킴
시킴

2. 연구결과에 대한 현상학적 기술
본 연구에서 B 대학교 상담센터 수련을 하고 있는 초보상담자 7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한
내용을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59개의 구성의미와 20개의 주제, 8개의 주제군이
도출되었다. 주제군에 따라 참여자들의 수련경험에 대한 현상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주제군 1. 전문상담자로 성장하고 싶은 소망
참여자들은 전문상담자로 성장하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B 대학교 상담센터에서의 상담수련을
선택하였다. 이들은 수련과정에서 이상화된 지도자와의 만남을 동경하였고 상담진행과 심리검사
등의 상담 실습 경험을 충분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참여자들은 상담수련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길 원하였고, 뒤늦게 상담공부를 시작하였기에 전문상담자가 되기까지에 소요되는 과도한
수련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기를 소망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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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동기들이 수련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주었고 이왕이
면 영성과 상담을 아우르고 모범이 되신 교수님이 계셔서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

이 센터는 학회자격을 받는 것에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고 교수님과 슈퍼
바이저들과 같은 롤 모델이 있기 때문에 수련하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

여기 센터에 상담사례가 많다고 소문을 들었어요. 심리검사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상담실습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

수련경비를 따로 내지 않는 것이 나에겐 중요했어요. 상담자가 되기까지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

주제군 2. 새로운 환경 적응의 어려움과 불확실한 진로로 인한 갈등
참여자들은 상담전문가로 성장하기 기대하며 수련과정을 지원했지만 자신들의 예상과 다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워 갈등하였다. 한꺼번에 많은 정보를 받아들여하는 센터의
시스템을 따라가기가 힘들었고, 센터의 규칙과 자신의 개인적인 일정과 상충되는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망설이고 갈등했다. 또한 긴 수련시간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느꼈으며 수련
을 마친 후에도 진로가 확실치 않은 것 등 상담수련의 효율성 문제로 갈등하였다.
2)

상단관련 수련 외에 센터 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것이 불편했어요. 솔직히 처
음엔 부당하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

나중엔 좋은 경험이 되기 했지만 처음에 와서 근무시간 외에 수퍼비전과 개인분석
을 의무적으로 받는 시스템이 불편하더라고요.”
“

수련을 더 하고 싶지만 돈을 벌어야 해서 고민이 돼요. 취업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
고 학기마다 갈등을 해요.”
“

주제군 3. 초보상담자로서 느끼는 긴장과 불안
참여자들이 인턴 초기에 내담자를 만나는 것이 설레고 기대되기도 했지만 내담자를 만나는
것 자체가 긴장되고 불안하기도 했다. 상담진행에 대한 부담감에 머리가 아프기도 했으며 상담
을 잘 진행해야한다는 의무감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옥죄어 오기도 하였다. 이들은 내담자를 도
와야 한다는 욕심이 앞서 조급해져 주도적 상담을 진행하고 후회했으며, 이론에서 배운 내용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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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에 적용하려다 실패하고 스스로에게 실망하기도 하였다.
막연하게 수업을 통해 이해했던 상담과 실제 상담은 매우 다르더라고요. 제가 공감
은 잘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실제 내담자를 만나니 긴장돼서 막 질문만 하고 있더
라고요.”
“

낯설고 무경험이라 한 달 동안은 머리가 아파오고 긴장을 많이 했어요. 실수하지
않으려는 강박적인 성향에 질문만 하고 끝내게 되더라고요.”
“

주제군 4. 상담자로서의 좌절과 회의
참여자들은 상담을 진행하며 상담자로서의 무능감에 좌절하였고 회의를 느꼈다. 이들은 상담
이 조기 종결되면 자신의 잘못인 것 같아 무력감능 느꼈고 상담진행과정이 어려울 때도 상담자
로서의 무능감을 느껴 좌절하기도 하였다. 또한 수련기간이 경과해도 상담자로서의 유능감을 느
끼지 못하며 자신이 상담자로서 자질이 없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며 혼란스러워하였다.
4)

조기 종결한 내담자에 대한 상처로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마냥 내 잘못인양
힘들었어요. 조기종결 보고서를 쓰면서 정말 속상했어요.”
“

시간이 흘러도 상담이 생각처럼 느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상담사로서 잘 맞는지,
점점 더 부족함이 느껴져 혼란스러웠어요.”
“

주제군 5. 개인분석과 상담사례 진행을 통한 자기이해의 확장
참여자들은 상담수련과정 중 자신이 내담자가 되어 개인분석을 받으며 아픔을 위로받았다. 그
동안 참고 담아두었던 감정을 털어내며 심리적 안정감을 느꼈고, 스스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법을 배웠다. 또한 이들은 내담자를 만나 상담을 진행하며 자신과 자녀의 모습을 떠올리기도,
자신의 아픈 상처를 위로받기도 하며 자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갔다.
5)

내담자를 만나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는데 부모님와의 문제를 다시금 보
았어요. 특히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

정서적인 부분이 처리가 되지 않아서 힘들었는데 개인분석에서 그 부분을 다루었
어요. 내가 모르는 부분을 나눌 수 있고, 통찰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고 생각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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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담자가 부모님과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것을 보며 우리 아이들이 떠올랐어요. 나
만 힘든 줄 알았는데 우리 애들도 저 때문에 힘들었겠다 싶더라고요.”
“

주제군 6. 긍정적 대인관계 경험 및 자기성찰
참여자들이 수련과정에서 동료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매우 소중한 경험이었다. 이들은 동료들
과 아침과 저녁에 회의하고, 쉬는 시간에 수다를 떨고, 식사를 함께 하고 동료 수퍼비전을 하는
시간을 통해 조화로움을 중요성을 깨닫고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며 힘을 얻었다. 또한 일주일 동
안의 경험에 대해 에세이를 쓰며 자신을 돌아보았고 선후배가 서로 에세이 피드백을 주고받으
며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다.
6)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는데 점점 팀원들을 만나는 시간이 기다려졌어요. 제가
힘들 때 같은 요일 근무하는 동료들과 이야기 나누며 든든한 힘이 되었어요.”
“

제가 인턴 때는 에세이를 보내고 레지던트의 답의 기다리며 어떤 피드백이 올까
궁금하소 설렜어요. 그런데 레지던트가 되어 에세이를 피드백하며 저와 다른 사람에
대해 이해하게 되는 것을 느꼈어요. 내면이 성장하고 삶의 경험이 확장되는 것을 같은
굉장히 성장하는 기회였다고 생각해요.”
“

주제군 7. 상담자로서의 여유와 유연성 발현
참여자들은 처음 상담을 진행하며 느꼈던 긴장과 불안함이 시간이 지나며 줄어드는 것을 느
꼈다. 어느 순간에 보니 상담자로서의 내담자를 도와야한다는 걱정을 잊은 채 내담자를 스스로
를 통찰 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는 여유가 생겼다. 또한 자신의 틀을 강요하지 않고 내담자의
흐름을 따라가며 상담을 진행하는 유연성이 발현되었다.
7)

올라갈수록 조금씩 마음을 내려놓게 되었어요. 내담자를 도와야 한다는 마음에 여
유가 생기고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

무엇을 해겠다는 욕심을 조금은 내려놓고 내담자를 만나는 것 같아요. 여전히 놓치
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지만 상담자중심이 아닌 내담자 중심의 상담을 하려고 노력하
고 있고 조금씩 흉내는 내고 있는 것 같아요.”
“

주제군 8. 상담의 이론과 실제를 통합하며 상담자의 전문성 강화
참여자들은 슈퍼비전에서 상담관련 지식을 배우며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갔고 사례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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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는 내담자들을 간접적으로 만나며 내담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갔다. 이들에게 슈퍼비전
은 새로운 지식을 배울 수 있는 보물창고처럼 여겨졌고, 여러 슈퍼바이저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상담의 진행방법 및 사례개념화에 대해 배우며 상담자로서의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었다.
슈퍼비전은 마치 보물 창고를 여는 시간과 같았어요. 노련한 슈퍼바이저님의 말씀
뿐 아니라 발표하는 선생님, 질문하는 사람, 침묵하는 선생님 등 모든 것이...”
“

수퍼비전을 받으며 저만의 시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어요. 상담자
로서 필요한 부분을 배워가며 성장하는 시간이 슈퍼비전이라고 봐요.”
“

Ⅳ. 논의 및 결론
1. 연구결과 논의
본 연구는 B 대학교 상담센터에서 상담 수련을 하고 있는 레지던트 상담자 7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로, 이들이 B 대학교 상담센터에서의 수련을 지원한 동기와 수련경험에 대한 현상학
적 연구이다. 7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58개의 구성의미와
20개의 주제, 8개의 주제군이 도출되었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참여자들은 이상화된 지도자와
의 만남을 동경하였고, 다양한 상담사례와 심리검사 등의 상담 수련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전문
상담자 자격증을 취득하기를 소망하며 상담수련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수련초기
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의 어려움과 초보상담자로서 긴장과 불안감 및 불확실한 진로,
그리고 상담전문가로서의 자질에 대한 회의감을 경험하였다. 하지만 수련과정에서 상담사례 진
행, 개인분석과 수퍼비전, 에세이 쓰기와 피드백 주고받기, 동료들과의 관계 경험 등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기이해가 확장되고 상담자로서의 유연성이 발현되며 상담전문가로서의 역량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문제에 따른 논의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자들이 B 대학교 상담센터에서의 상담수
련을 지원한 동기를 살펴보면 수련생들은 상담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은 소망으로, 이상화된 지도
자와의 만남을 동경하고, 충분한 상담실습경험을 하며, 자격증 취득을 하고 싶은 기대와 상담수
련 경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적어서였다. 이 중 충분한 상담실습 경험에 대한 기대는 기존의
인턴 상담원들이 상담수련을 지원하는 동기와 기대가 상담전문성 향상과 실제 상담을 할 수 있
는 기대, 자기 이해와 성장의 기회(이홍숙, 주수현, 김효정; 2011)라는 것과 레지던트 상담원들의
수련동기와 기대가 심각한 사례를 맡아보고 인턴 과정에서 배웠던 것을 직접 적용해 보고 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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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박영미, 엄정혜, 정신아, 최명식, 신혜린, 2014)라는 점에서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이 상담수련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수련기관의 이상화된 지도자
와의 만남에 대한 동경과 자격증 취득 욕구 및 수련경비에 대한 경제적 문제가 수련기관 선택
에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다른 연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결과이다. 즉 참여자들이
수련을 지원하는 동기가 상담전문가가 되기 위한 학문적이고 전문적인 훈련 외에 자격증 취득
에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는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고, 더불어 상담전문가 자격요건을 충족시키
지 까지 소요되는 수련경비에 대한 경제적인 문제가 수련기관 선택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수련기관의 리더에 대한 이상화된 동경과 기대
가 B 대학교 상담센터에서의 수련을 지원하는 동기가 되었다는 결과는 초보상담자들이 상담수
련을 지원하는 동기 중에 모델링이 될 수 있는 지도자의에 대한 기대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참여자들은 수련과정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의 어려움과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
으로 인해 좌절하고 회의감을 느끼는 부분이다. 참여자들은 상담전문가가 되려는 기대를 가지고
상담수련을 시작했지만 실제 수련과정에서 부딪치는 예상치 못한 일들로 힘들어하고, 또한 힘든
수련과정이 끝난 후에도 전문상담자로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어 중도에 상
담수련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음을 드러내는 결과이다. 이는 상담심리 석․박사 교과과정에서 대
학 특성에 따라 실습 훈련과목에 중점을 두어 인턴십을 운영할 수 있는 대학과 이론 및 교육을
중점적으로 다룰 수 있는 대학별 프로그램을 특화하여 상담자 자격증의 질적인 측면과 상담자
정체성 및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최해림, 김영혜, 2006)는 견해를 지지하
는 결과이다. 즉, 상담의 보편화와 상담에 대한 수요가 증가로 상담전문가 되려는 사람들이 많
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초보상담자가 상담전문가가 되기까지의 오랜 기간 동안의 상담관련 교육
과 현장실습이 요구되지만 현장실습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적고 상담수련을 마치고도 상담전문
가로 활동하기 어려운 현실이 반영된 결과이다.
셋째, 참여자들은 수련초기에 상담회기 중 내담자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자기주도적 상담을 진
행하며 상담자로서의 유능감을 느끼지 못하고 스스로 좌절하거나 회의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기존의 연구에 나타난 초보상담자들이 상담 회기 중 내담자에게 주위를 기울이기보다
는 자신의 상담 수행에 더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으며, 자신의 상담과정 이해와 상담 수행에 대
한 걱정이 많고 높은 수준의 불안을 경험한다(최은실, 2002)는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즉, 참여자
들도 내담자와의 관계형성의 어려움이나 조기 종결 등의 부담감을 느끼며 스스로 무력감과 좌
절감을 느꼈으며. 상담자로서의 내담자와의 부정적인 사건들이나 상실과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
홍숙․주수현․김효정, 2011)으로 밝혀졌다. 이를 통해 초보상담자가 느끼는 긴장과 불안 및 무
력감등은 연령과 무관하게 초보상담자들인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참여자들은 상담수련 과정에서 개인분석 수퍼비전을 통해 점차적으로 전문성이 강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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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상담자가 개인치료나 분석․상담을 경험하는 것은 전문가로서
성장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박선영, 2005), 개인 상담과 상담자의 수퍼비전 경험 및 교육
분석을 받은 경험이 많을수록 상담자의 역전이 관리능력이 높으며(장세미, 1999), 상담자가 심리
치료를 받은 경험은 상담자의 전문성 발달과정에서 상담자로서의 정체성 촉진시킨다(이문희,
2011)는 연구와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B 대학교 상담센터에서 상담수련을 받고 있는 40세 이상의 레지던트 상담사 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이 B 대학교 상담센터에서의 상담수련을 선택한 동기와 수련경험에 대해
현상학적 접근을 통하여 보다 생생하고 세밀하게 분석하여 40세 이상의 초보상담자들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고 초보상담자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 자료와 상담수련과정 시스템 도입을
위한 근거 자료를 마련했다는데 의미를 지닌다.
2.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
본 연구는 B 대학교 상담센터 레지던트 상담사 7명의 상담수련 경험에 관한 것으로서 상담수
련을 받고 있는 초보상담자 모두에게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같은 상담센터 수련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환경적 영향이 반영 되었을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상담수련생들을 대상으
로 상담수련생들이 수련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내용과 실제 수련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이는 상담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상담수련생들의 효과적이고 체
계적인 수련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리가 여겨진다. 둘째, 초보상담자의 연령에
따른 비교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아울러 상담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상담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상담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상담사가 되려는 사람들의 연령도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초보상담사들의 연령에 따라 상담수련 경험에 대한 후속연구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 86 -

․

채순옥 최혜란 / B 대학교 상담센터에서의 상담수련 경험에 관한 연구

참고문헌
고윤희 (2013). 상담자의 자기성찰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김경실 (1999). 효과적인 슈퍼비전. 人間理解 제20호, 서강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20(-), 1-15.
김길문 (2003). 초보 상담자가 상담 회기 내에 경험하는 어려움과 대처과정. 가톨릭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김미지 (2006). 초보상담자가 상담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관한 문항개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선영 (2005). 상담에 영향을 미치는 상담자의 개인생활에 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교육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박영미․엄정혜․정신아․최명식, 신혜린 (2014). 대학상담소 레지던트 상담자의 수련경험에 관
한 질적 연구. 人間理解, 35(1), 107-128.
방기연 (2002). 상담 슈퍼바이저 교육에 대한 고찰. 연세 교육연구, 15(1), 119-131.
손승희 (2004). 개인슈퍼비전에서 상담수련생의 비개방연구.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손유미․정남운 (2005). 초심상담자와 내담자의 조기종결 경험에 관한 질적 분석. 상담 및 심리
치료, 17(3), 523-545.
손은정․유성경․심혜원 (2003). 상담자의 자기 성찰(Reflection)과 전문성 발달. 상담학연구, 4(3),
367-380.

손은정․이혜성 (2002). 상담자 발달 수준별 사례 개념화의 차이. 상담 및 심리치료, 14(4), 829843.

신경림․고명숙 외 7인 (2004).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오정희 (2007). 초보 상담자들의 첫 상담 경험에 대한 질적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유성경 (2002). 상담자에 대한 이해. 청소년상담 슈퍼비전,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유성경 (2002). 상담자 발달수준 평가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유성경․심혜원 (2005). 상담자 전문성 발달 수준에 따른 자기 대화 내용의 차이 분석. 상담 및
심리치료, 17(4), 789-812.
이승은․정남운 (2003). 초심상담자의 소집단 슈퍼비전 경험에 관한 연구. 상담 및 심리치료,
15(3), 441-460.

이유정 (2014). 초보상담자의 현장실습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이재창 (1996). 전문상담자교육과 훈련에 관한 연구. 상담 및 심리치료, 8(1), 1-26.
- 87 -

복지상담교육연구(제4권 제1호)

이홍숙․주수현․김효정 (2011). 인턴 상담원의 상담자 발달에서의 결정적 사건 경험. 상담 및
심리치료, 23(4), 833-859.
임고운․김지현 (2008). 상담일반: 상담자 발달수준 및 역전이 활용과 상담성과. 상담학연구, 9(3),
987-1006.

장세미 (1999). 상담자의특성,역전이관리능력및상태불안의관계. 가톨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정경빈․조성호 (2009). 초보상담자의 스트레스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人間理解, 30(2), 45-60.
지승희․박정민․임영선 (2005). 인턴상담원이 지각하는 개인상담 슈퍼비전에서의 도움 및 아쉬
운 경험, 상담 및 심리치료. 17(1), 75-90.
최은실 (2001). 초보상담자의 반응 부담이 내담자 상태 알아차림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최해림․김영혜 (2006). 한국의 상담자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연구 - 상담심리 석, 박사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 상담 및 심리치료, 18(4), 713-729.
Jennings. L., & Skovholt, T. M. (1999). The cognitive, emotional, and relational characteristics of master
therapis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5. 326-328.
Schon, D. A. (1983). The reflective practitioner: How professionals think in action. NY: Basic books.
Worthen, V., & McNeil, B. W. (1996). A phenomenological investigation of good supervision ev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 25-34.

논 문 접 수: 2015. 03. 05
수정본 접수: 2015. 04. 09
게 재 승 인: 2015. 04. 16
- 88 -

․

채순옥 최혜란 / B 대학교 상담센터에서의 상담수련 경험에 관한 연구

Abstracts

A Study on the Counseling Training Experience
in the B University Counseling Center

Chae, Soon Ok

Choi, Hye Ran
Baekseok University

This study is a phenomenological research on the experience of the novice counselor's counseling training
course in the B university counseling center. This study is about motivation of training and changes of the
training course of 7 trainee who receiving training course in the B University counseling center. The
Colaizzi’s phenomenological analysis suggested 59 formulated meanings, 20 themes and 8 thematic clusters.
Experimental subjects applied for the training program with a hope to grow as counseling experts.
It was found that they had difficulties for adapting to the new environment and uncertain career in the
counseling course. Although they experience tension, anxiety, frustration and skepticism as beginning
counselors, they expanded self-understanding through the process of individual analysis and counseling cases.
And moreover the participants experienced positive personal relationships through reviews of essay and
emotional support with colleague. They also displayed margin and flexibility as counselors, and they
integrated the counseling theory and was reinforced as professional counselor by supervision. Based on the
above research, this study suggested further discussions and succeeding studies.

Key words : University Counseling Center, Counseling Trainer, Experience in Counseling Training, Phenomenological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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