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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스쿨카운슬러(スクールカウンセラー)를 학교에 배치하고 있는 일본
의 학교교육상담체제를 살펴봄으로써 학교현장에 필요한 상담의 전문성과 학교에 있어
서의 연계를 고찰하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는 이지메(いじめ)와 부등교(不登校)로 인해 1995년
부터 스쿨카운슬러를 비상근으로 각 학교에 파견하였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15년
12월 「팀으로서 학교의 바람직한 방향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답신)」를 통해 심리
전문가인 스쿨카운슬러를 정규 직원으로 규정하고 학교에 확대배치하기 위해, 직무내용
과 역할을 명확히 할 것을 밝혔다.
지금까지 일본의 스쿨카운슬러제도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도 소개되어 왔는데(김인규,
2011) 스쿨카운슬러가 어떻게 도입되었는지, 스쿨카운슬러와 학교와의 관계는 어떠한지,
최근 동향을 반영한 학교교육상담체제에 대해서는 고찰되지 않았다. 전문상담교사를 교
사의 자격으로 학교에 배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임상심리사 등을 배치하고 있
는 일본에서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문성과 연계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
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일본에서 행해진 선행연구와 교육상담에 관련된 문헌 및 문부과학성의 자
료를 활용하여 문헌분석을 하였다.

Ⅱ. 본론

1. 일본의 학교교육상담체제의 변천
1950년대 미국으로부터 ‘guidance’와 ‘counseling’의 개념이 도입되어 학교에서 상담이
학생 원조에 활용되기 시작하였다(西山, 2012).
학교교육상담은 학교 내의 부등교(不登校), 비행, 학교폭력, 이지메(いじめ), 자살 등의
문제행동이 발생함에 따라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문부성은 교육상담의 중앙연수강좌
를 개최하고 도도부현(都道府県)의 교육연구소에 단기양성강좌를 개최하였다. 당시 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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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러 양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자격인정제도와 양성기준도 없이 연수회만 개최되
는 상황이었다. 연수회의 목표는 교과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카운슬링의 이론, 기술과 마
인드를 지도하여 교내에서 상담실을 운영하고 교육상담활동의 중심이 되는 사람을 양성
하는 것이었다(松原, 1988). 이렇듯, ‘카운슬링 마인드’를 강조하며 상담을 교사의 기본적
자질로 보는 한편, 전문성을 가진 교육상담담당교사가 특화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다.
2. 스쿨카운슬러제도의 도입
일본에서는 1980년대부터 이지메(いじめ)와 부등교(不登校)가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문부성은 1995년 「스쿨카운슬러 활용조사연구위탁사업」을
시행하여 스쿨카운슬러를 학교에 파견하였다. 스쿨카운슬러라는 용어는 문부성의 사업으
로 정착된 것으로 그 정의는 사업의 자격조건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공익재단법인 일본
임상심리사 자격인정협회의 인정을 받은 임상심리사」가 스쿨카운슬러의 84%(2014년)를
차지하고 있어, 스쿨카운슬러를 ’학교임상심리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스쿨카운슬러로 임상심리사가 도입된 배경을 살펴보면, 우선 1988년에 시행된 임상심
리사자격이 1990년에 문부성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그리고 이지메와 부등교 현상이 심
각해지며 학교와 학생·학부모가 대립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문부성은 교사
가 아닌 임상심리사를 스쿨카운슬러로 배치할 것을 검토하게 된 것이다. 교사와 카운슬
러의 전문성이 다르다는 전제하에, 스쿨카운슬러는 ‘마음의 전문가’로 교사의 역할을 대
신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연계, 협력한다는 것이다(氏原외, 1998). 또한 교사와 다른
제삼자적 존재라는 ‘외부성’을 가지고 학교체제에 속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강조하였다.
3. 학교의 입장에서 본 스쿨카운슬러
우선 스쿨카운슬러가 학교에 배치되기 전 교육상담을 둘러싼 상황을 살펴보면, 담임교
사와 ‘학교카운슬러(学校カウンセラー)’(松原, 1988), 양호교사를 중심으로 교육상담이 행
해지고 있었다. 학교카운슬러는 스쿨카운슬러를 구분하기 위해 ‘교사카운슬러(教師カウン
セラー)’로 불리다가 현재 교육상담담당교사로 불리고 있는데 주로 교육상담관련연수를
받은 교사가 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수업과 겸임을 하고 있다. 외부 전문가인 스쿨
카운슬러가 배치되고 나서 교사는 학생문제의 ‘문지기’ 역할을 맡게 되었다(保田, 2014).
스쿨카운슬러에 의한 실천사례가 보고되고 있지만 여기서는 학교의 입장에서 보고된
내용을 주로 분석하고자 한다. 스쿨카운슬러의 근무형태(비상근)로 인해 정보교환과 커
뮤니케이션의 어려움이 지적되고 있다. 百瀬외(2016)는 연계의 어려움으로 스쿨카운슬러
와 교사가 서로의 전문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교사는 스쿨카운슬러에게 심리와 교
육의 두 시점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髙

田외(2016)는 교육상담담당교사와 스쿨카운슬러가 행하는 자문에 대한 교사의 평가와 기
대를 비교하여, 교사는 교육상담담당교사의 관계촉진과 어세스먼트(평가) 기술을 스쿨카
운슬러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기대도 높다는 것을 밝혔다.
4. 학교와 스쿨카운슬러의 역할과 연계
2015년 12월 중앙교육심의회는 「팀으로서 학교의 바람직한 방향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답신)」를 발표한 이후 「교육상담 등에 관한 조사연구협력자회의」를 구성하여
2017년 1월 「학생 교육상담 충실에 대해-학교의 교육력을 높이는 조직적인 교육상담체
제 만들기(보고)」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 스쿨카운슬러의 가이드라인(시안)이 게재
되어 있다.
가이드라인(시안)에서는 스쿨카운슬러의 직무내용으로 ①학생에 대한 상담, ②보호자
에 대한 조언과 원조, ③학생집단, 학급과 학교집단에 대한 어세스먼트(평가)와 조언·원
조, ④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교육프로그램 실시, ⑤부등교, 이지메와 폭력 등
문제행동, 빈곤, 학대 등과 자연재해, 돌발적인 사건·사고에 대한 원조, ⑥교직원에 대한
자문, ⑦교직원의 상담능력 향상을 위한 교내연수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원체제 구축
을 위해 도도부현(都道府県) 및 시정촌(市町村) 교육위원회와 교장의 역할을 명기하고
있다. 특히, 교직원을 ‘교육상담코디네이터’로 지정·배치하여 교내 및 관계기관과의 연락
조정, 케이스회의의 개최 등 학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자의 역할을 담
당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스쿨카운슬러의 비밀엄수의무와 보고의 밸런스, 정보교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외부의 전문가를 학교에 배치함에 있어 스쿨카운슬러의 역할을 명백히 하고
학교조직 구성원과의 역할분담을 통해 새로운 학교교육상담체제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Ⅲ. 결론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일본에서도 1950년대 미국으로부터 ‘counseling’의 개념이 도입되
어 교육상담이 시작되었다. 상담연수를 실시하여 교사를 중심으로 학교 내에서 상담이
실천되어 온 것은 우리나라와 문맥을 같이 하지만, 일본에서는 1995년부터 교사와는 다
른 심리의 전문성을 가진 스쿨카운슬러를 학교에 파견하기 시작했다. 스쿨카운슬러제도
는 공교육의 장에 처음으로 외부의 전문가를 도입한 것으로 학교현장의 혼란도 적지 않
았다. 20년 동안 학교 내부의 교육상담체제와 외부 전문가인 스쿨카운슬러와의 연계의
어려움이 지적되어 왔는데, 스쿨카운슬러를 학교에 상근 배치함으로써 새로운 교육상담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역할분담과 각 영역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다.
스쿨카운슬러는 임상심리사자격을 가진 사람이 대부분으로, 임상심리사의 교육과정에

‘학교임상실습’은 있지만 별도로 학교현장에 필요한 상담지식과 기술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게다가 스쿨카운슬러는 교사와 다른 제삼자적 존재라는 ‘외부성’이 강조되어 왔는
데 이는 상담 전문가인 동시에 교사인 이중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나라의 전문상담
교사(김지연외, 2015)와 달리, 스쿨카운슬러의 ‘심리의 전문성’만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학교현장에서는 심리와 교육의 두 시점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스쿨’
에 적합한 카운슬러의 자질에 대해서 논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전문상담교사가 교육기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상급자, 동료
교사, 학부모 등 많은 관련자와 함께 일하며(이지은, 2014), 다양한 요구를 감당하고 있
는데 반해 일본의 경우, ‘교육상담코디네이터’가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스쿨카운슬러
와 역할분담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원활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담당자의 역할규명과 동료교사의 역할분담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전문상담교사의 전문성과 협력체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향후 일본의 정책방향과 학교현장의 실태를 파악함으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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