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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문상담교사들을 대상으로 직무별 할애시간을 기준으로 현재의 직무패턴을 파악하고 이러한 직무패턴
과 직무만족도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 지역에서 근무하는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연수자
19인을 대상으로 주요 직무와 역할 및 업무범위 등을 개방형 설문지를 통하여 파악하였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초중고 학교급별 전문상담교사 10인을 대상으로 하여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 자
료를 분석한 결과, 최종 10개의 직무(개인상담 및 심리검사, 집단상담, 학부모 및 교사 자문, 예방 및 심리교육, 위
기학생 사례관리 관련 업무, 위(Wee)클래스 운영 및 행정, 위(Wee)클래스가 협조하는 사업, 전문성 향상 활동, 위
(Wee)클래스/상담 이외의 사업 운영 및 행정, 생활관리 및 감독) 영역을 도출해 내었다. 다음으로 경기도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396명의 전문상담교사를 대상으로 직무별 할애시간을 군집 분석한 결과, 직무비율분산유형, 운영행
정 현저유형, 심리교육 현저유형, 협조사업 현저유형, 개인상담 현저유형의 총 5개의 직무패턴 군집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학교급별, 경력 집단별 직무패턴 군집 분포를 살펴본 결과, 초등학교급에서 심리교육 현저유형이 더 많이
분포하고, 저경력 집단에서 운영행정 현저유형이 더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무패턴 군집별 직무
만족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심리교육 현저유형과 협조사업 현저유형의 직무만족도 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은 점수
를 보였다.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전문상담교사의 직무패턴과 역할 및 업무범위에 대한 시사점과 제언과제를 논
의를 하였다.
주요어 : 학교상담, 직무분석, 직무패턴분석, 직무만족도

* 본 연구는 ‘2019 경기도 전문상담교사 배치․운영의 성과 분석과 개선방안’ 정책보고서의 일부를 추가 보완한
것이며, 이에 대해 경기도 교육청의 허가를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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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본질과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시비는 여전히

서 론

그치지 않고 있다(하규영 외, 2020).
2000년대 초반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

전문상담교사 정체성 혼란의 주요 원인 중에

라 2005년 9월, 교과목을 담당하지 않고 상담만을

하나로 다수의 연구자들(김소아 외, 2014; 서영석

전담하는 전문상담교사가 각 학교에 배치되었다.

외, 2013; 임은미 외, 2016)이 보고하고 있는 것은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을

바로 불분명하고 명세화되지 않은 전문상담교사

보면, 전체 초등학교 6,064개교에 404명이(6.7%),

의 직무와 역할이다. 일례로 신규 전문상담교사의

전체 중학교 3,214개교 중 1,496명이(46.5%), 전체

경우, 교장과 선배 교사들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고등학교 2,358개교에 1,023명이(43.4%) 정규 및

역할을 하게 되어 상담과 관련이 없는 다양한

기간제 교원으로서 전문상담교사로 배치되어 있

행정업무를 맡게 되면 전문상담교사로서의 역할

다(한국교육개발원, 2019) 전문상담교사제도의 도

에 대한 정체성 혼란이 야기되며 이는 궁극적으

입은 아동청소년 학교폭력 및 자살과 같은 문제

로 직무스트레스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서 작용

를 예방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다는 의의를 가지

할 수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의 연구

기에 획기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지만, 제도적 체

(Burnham & Jackson, 2000)에서도 전문상담교사들

계가 아직 체계적으로 정착되지 않았던 도입 초

에게 가장 어려운 점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요구

기에는 전문상담교사들이 수행하는 상담 성과가

되는 상담과 무관한 행정업무라고 보고하는 점을

일선 학교와 교육청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고려할 때, 전문상담교사들이 상담관련 업무에 전

경우가 보고되기도 하였다(이지희, 김희대, 이상

념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교사가 담당하는 각각의

민, 2012).

직무에 대한 정의와 그 담당시간과 비율을 명료

이후 전문상담교사 제도가 안착되어 감에 따라,

하게 규정해 줄 필요성이 있다.

학교급이나 학교의 특성별 전문상담교사 직무 및

전문상담교사의 직무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전문성 요구, 경력에 따른 다른 전문상담교사 지

보면, 대다수가 해외의 학교상담모형과 델파이와

원 및 역할 변화 필요성, 직무구조가 다른 전문상

데이컴(DACUM) 기법 등으로 도출된 직무모형을

담교사와 일반교사의 연수 지원과 평가 차별화

제시하고 있다(김인규, 조남정, 2010). 대표적인 직

문제 등 보다 세부적인 전문성 관련 문제들이 대

무연구로 전문상담교사의 역할설정에 대한 교육

두되고 있다. 또한, 일반 교사나 행정가들의 인식

부에서 보고한 연구물(이기학 외, 2008; 이상민

이나 학교 문화에 따라, 전문상담교사의 대다수가

외, 2009)과 교육개발원의 위특임센터에서 보고한

신규로 발령이 나서 비교적 어린 나이에 홀로 위

연구물(김소아 외, 2014; 서영석 외, 2013; 임은미

(Wee)클래스(이하 위클래스로 칭함)에 배치되어

외, 2016)을 꼽아볼 수 있으며 이들의 연구들은

상담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교장을 비롯하여

공통적으로 크게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여러 동료교사들로부터 상담교사로의 전문성을

집단교육, 자문, 연계, 행정(사례관리 포함), 기획,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와 홀대를 당하는 사례도

홍보, 전문성 향상 등의 직무영역을 보고하고 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Lee & Yang, 2017). 이처

다. 다른 직무분석 연구들과 다르게 2009년 교육

럼 전문상담교사가 단위 학교에 배치된 지 15여

부 연구물(이상민 외, 2009)은 이들 각각의 직무의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상담

이상적인 시간배분 비율을 제시하였는데, 개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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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은 25-30%(주 10-12시간), 심리검사는 10-15%(주

분배하여 맡은 상담이외의 직무에 투자하는 시

4-6시간), 집단상담은 15-20%(주 6-8시간), 집단교

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 시간의 20% 또는

육은 10-15%(주 4-6시간), 자문 역시 10-15%(주

그 이하 시간을 투자할 것을 권고하였다(ASCA,

4-6시간), 연수는 0-5%(주 0-2시간), 마지막으로 운

2012). 또한, Northside Independent School District

영 및 관리활동을 10-20%(주 4-8시간)으로 배분하

(1987)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따

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하였

라 전문상담교사의 주업무와 부업무가 상이하다

다. 서영석과 동료들의 연구(2013) 역시 위클래스

는 것을 밝히며 초등학교는 생활지도 교육과정

에서 개인상담은 주 2-4사례, 소규모 집단상담 주

(Guidance curriculum-예: 학급단위 예방교육 프로

1-3집단, 대규모 집단교육 주 1회, 심리평가 주 10

그램)을, 중학교는 개별화계획(Individual student

건, 자문 1건, 교육과 연수의 경우 년 3회 이내의

planning-예: 진로 및 학업지도)을, 고등학교는 반

교육 참여 등을 제안하였다.

응적 서비스(Responsive services-예: 개인 및 집단상

오래전 학교상담제도가 초중고등학교에 정착

담)을 중심으로 한 직무모형을 제안하고 그 효과

된 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학교상담협회(ASCA:

성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직무모형을 중심으로 미

American School Counselor Association)를 중심으로

국의 종합적 학교상담 모형의 창시자인 Gysbers와

학교상담자의 직무 및 역할을 규정하고 이에 맞

동료인 Henderson(2006)은 초등학교는 활동단위

는 종합적 학교상담 모형(ASCA National Model)을

(slot)를 30분 단위로 하고, 중학교는 45분, 고등학

제안하고 있다(ASCA, 2005). 미국의 경우, 직무모

교는 55분으로 나눈 후에 그에 맞게 일주일에 몇

형에 있어서는 1955년도의 Hoyt가 처음으로 전문

개의 활동단위가 나오는지 계산한 후에 각각의

상담교사의 역할을 상담(50%), 검사(10%), 교사협

직무에 따른 적용비율을 계산하여 특정 직무에

조(10%), 집단활동(5%), 정보수집(10%), 행정 및

어느 정도 활동단위를 수행해야 하는지를 계산하

운영(5%), 학부모 자문(5%), 연구(5%)로 나누었다.

여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의 경우는 30

그러나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많은 학교상담자들

분이 활동단위이고, 하루에 7시간 근무를 하므로

이 상담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이 드러

하루의 총 활동단위는 14개가 되며, 일주일로는

났고(Leuwerke, Walker, & Shi, 2009), Moyer(2011)은

총 70개(5*14)의 활동단위가 생기는 것이다. 앞서

전문상담교사들이 자신의 근무시간의 25% 이상을

언급했듯이 초등학교 전문상담교사의 경우, 생활

상담과 무관한 일에 투자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지도 교육과정(학급단위 예방교육 프로그램)이

이에 대해, 2012년 ASCA는 전문상담교사의 활동

주요 업무이며 전체 직무시간의 40%를 할애하는

으로 적절한 것(예, 학생 개인별 학업 계획 수립,

것으로 상정하였기에 총 70개(35시간)의 활동단위

학생의 행동문제와 관련한 상담, 학생 상담을 위

중 28개(14시간) 활동단위는 이 직무를 수행하는

한 교사와의 협력 등)과 그렇지 않은 것(예, 담당

것으로 계획하는 것이다.

교사의 결석 등으로 인한 대리 수업, 새로운 학생

이와 같은 Gysbers의 종합적 학교상담 모형을

의 기록 입력 등의 문서작업, 학생의 징계조치와

중심으로 ASCA의 학교상담 모형에서는 ‘기초

관련한 활동 등)의 예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Foundation)’ 영역, ‘관리체제(Management system)’,

전문상담교사의 업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전달체제 (Delivery

을 발표하였으며, 전문상담교사들이 동료교사와

(Accountability)’ 영역을 나누고, 각각의 학교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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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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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학교에 맞는 상담목표들을 추출하여 프로그

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할애했을 때 보다 더 효

램을 설계(기초영역)한 후. 이어서 이 프로그램을

과적인 학교상담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지가 어

어떠한 형태로 전달할 것인지(전달체제)를 결정한

느 정도 규정되어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앞서

후, 얼마의 시간을 들여 운영할 것인지(관리체제)

언급했듯이 전문상담교사 제도가 도입된 지 15년

결정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다. 그리고 그 프로그

이 지났음에도 이에 대한 구성원간의 합의가 이

램을 실행한 후에는 다양한 형태로 프로그램의

루어지지 않고 있다. 앞서 언급한 다수의 연구자

효과성을 평가하고(책임영역) 그 결과를 다시 차

들에 의해 이뤄진 “어떤 업무가 전문상담교사의

기 학습프로그램의 기초영역 자료로 활용하게 된

직무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연구는 많지만,

다(이상민, 오인수, 서수현, 2007). 주요 4개 영역

실제 이 직무들을 모두 실천하고 있는지, 직무별

중 한 가지인 ‘관리체제’는 학교상담자의 직무별

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보다 세부

시간 관리(Developing calendars)가 제시되어 있다.

적 실태관련 연구 또한 전무하다. 아울러 고등학

ASCA가 직접 제공하고 있는 직무시간 관리 시스

교에서 근무하는 전문상담교사 집단에 비해 중학

템을 사용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주 교육당국의

교에서 근무하는 전문상담교사 집단의 처우만족

목표와 각급 학교의 특성에 맞게 직무비율과 시

도가 더 높았다는 연구결과(박영희, 2010)나 경력

간을 조정하여 적용한다. 이러한 직무시간 관리

이 높은 전문상담교사일수록 더 높은 수준의 심

시스템에는 프로그램 계획 및 학교 지원(Program

리적 안녕감(윤성혜, 2007)과 처우만족도(박영희,

planning & school support)에 투자하는 시간도 기

2010)를 보고하고 소진의 정도는 더 낮았다는 연

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학교상담과 관련된

구결과(서문희, 2011)들을 고려해볼 때, 전문상담

기획, 기록관리, 행정 업무와 함께, 학교의 구성

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급이나 경력에 따라

원으로서 합당하게 분담해야하는 업무(fair-share

직무패턴의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살

responsibilities; 예시로는 학교 전체에 실시하는 심

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리검사, 전체 교육과정 중 해당 파트 자문, 동아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클래스 전문상담교사들

리 지도 등)들도 포함한다. 나아가 학교상담자의

의 직무별 시간 사용 패턴을 통해 이들의 직무패

업무와 관계없는 업무(non-school counseling tasks;

턴 유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학교급과 경력

예시로는 결근 교사 보강 수업, 학생성적표 행

별로 직무패턴 유형 빈도가 어떻게 분포하는지

정업무 보조 등)도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Gysbers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Gysbers와 Henderson(2006)

& Henderson, 2006). 학교상담과 관계없는 업무

의 연구와 같이 학교급별 전문상담교사의 직무별

(non-school counseling tasks) 카테고리는 ASCA(2004)

시간 사용 패턴이 어떻게 다른지를 드러낼 수 있

가 지속적으로 학교상담자가 담당하기에 부적절

을 뿐만 아니라, 경력별 시간 사용 패턴 차이를

한 업무로 기술한 것들로, 이는 학교상담자의 업

드러내어 이후 학교급과 경력별 전문상담교사 관

무와 관계없는 업무에 투자하는 시간을 줄일 필

련 지원 제도 및 행정 지침에 함의를 주기 위함

요가 있다는 의미의 기록인 것이다.

이다. 또한 분류된 직무패턴 유형에 따라 전문상

이렇듯 해외의 경우, 수십 년의 경험과 연구를

담교사들의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통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상담교사가

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는 전문상담교사의 직무

해야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각각의 업무

별 시간 사용은 학교장의 요구 및 인식, 학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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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지역사회 특성, 학교별 직무 분담에 대한 문

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나머지 2인은 상담전공

화 등 다양한 외부적 요인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

박사수료생과 석사수료생으로 구성되었다. 직무

은데, 어떠한 직무패턴일 때 직무를 수행하고 있

분류표 작성을 위한 연구 과정에서 2인은 팀 내

는 당사자의 직무만족도가 높은가에 대한 정보를

자문의 역할을 하였고, 나머지 4인은 주요 질적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에 아래와 같은 연구 문제

분석을 진행하였다. 직무 분석 과정은 2019년 8월

를 설정하였다.

한달 간 2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먼저, 1차 직무
분석에서는 선행 연구 분석과 함께 경기 지역에

연구문제 1. 위클래스 전문상담교사의 직무별

서 근무하는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연수자 19인

시간 할애율에 따른 직무패턴 군집유형은 어떠한

을 대상으로 질적 설문을 실시하였다. 질적 설문

가?

에 사용한 질문은 “전문상담교사로서 수행하고

연구문제 2. 위클래스 전문상담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스스로의 직무 영역을 분류하고, 최근 3년간

있는 학교급에 따라 직무패턴 유형의 분포가 다

주단위(40시간)을 기준으로 각 영역에 투자하고

른가?

있는 시간 비율을 표시”해 달라는 것이었다. 1차

연구문제 3. 위클래스 전문상담교사의 경력에
따라 직무패턴 유형의 분포가 다른가?

질적 설문 결과, 전문상담교사들 마다 직무 내용
에 대해 사용하는 용어나, 자신의 직무를 구분하

연구문제 4. 위클래스 전문상담교사 직무패턴

는 각 분류에 대한 인식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연구팀은 질적 설문을 통해 주

유형에 따라 직무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나는가?

제 묶음 방식의 체계적 분류 분석 보다는, 연구팀
이 우선 선행연구를 통해 직무 분류를 구성하고,

방 법

이를 포커스 그룹과 확인 및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
서 1차 질적 설문 내용과 선행연구 분석을 토대

연구 과정 및 참여자

로 전문상담교사 직무분류표를 작성하였다. 2차
본 연구의 목적은 전문상담교사의 직무별 시간

직무 분석은 연구팀이 작성한 직무분류표가 전문

사용 패턴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므로, 전문상담교

상담교사의 근무 실상에 부합하는지 의견을 듣고

사의 직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항목화 할 필요가

자 실시되었으며, 경기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전

있었다. 이를 위해 연구팀은 기본적으로 학교상담

문상담교사 10인에 대해 총 2회에 걸쳐(1회당 5명

자 직무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리뷰하고, 아

씩)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래에 서술되는 직무분류표 작성 과정 동안 토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목적은 다양한 스펙트럼

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 연구 과정 전반이 진

의 전문상담교사들이 직관적으로 인식하기 쉬운

행되는 동안 연구팀은 5차례 오프라인 회의를 거

직무 시간 분류를 만드는 것이었으므로, 포커스

쳤으며, 온라인으로도 소통을 지속하였다. 본 연

그룹 대상자의 소속 학교급에는 초중고가 모두

구팀은 학교상담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총 6인으

포함되었으며, 학교상담 저경력부터 고경력까지

로 구성되었으며, 이 중 4인은 상담학 관련 전공

총경력 또한 그 배경이 다양한 참가자들을 모집

박사학위 소지자로 학교상담과 관련된 논문을 지

하고자 하였다. 포커스 그룹 참석자는 모두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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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포커스 그룹 참여 대상자의 배경 정보
순번

현재 근무중인
학교급

전문상담사 경력 포함 경험한 학교급
초등

중등

고등

총 경력 (개월)

1

중등

O

44

2

중등

O

57

3

초등

O

42

4

초등

O

42

5

초등

O

O

66

6

중등

O

O

29

7

중등

O

41

8

중등

O

87

9

고등

O

10

초등

O

O

O

17
55

상담교사로 여자 9명, 남자 1명이었고, 이들의 경

직무분류표를 최종 확정하였다. 직무분류표를 작

력, 현재 소속 학교급과 경험한 학교급은 표 1과

성하기 위한 토의에서 연구팀이 고려한 주요 사

같다. 해당 포커스 그룹 참여자는 경기 지역 전문

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 분류에 대한 질

상담교사 1급 자격 연수자 중 해당 연구 목적의

적 설문과 포커스 그룹에서 같은 업무라도 전문

포커스 그룹에 참여를 희망하는 인원 중 이들의

상담교사들끼리 다른 용어를 쓰거나, 같은 용어라

총경력과 학교급별 근무 경험 등을 고려하여 선

도 각기 다르게 인식한다는 점이 나타났다(예: 집

정하였다. 포커스 그룹에서는 참여자들에게 직무

단 상담과 대단위 심리교육 등). 이에 연구팀은

표에 대해 연구팀이 하나씩 설명한 후, 각각의 직

직무 분류를 설명함에 최대한 인식 차이가 적은

무 설명이 합리적인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

용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였고, 각 직무에 해당하

는지, 통합, 신설, 제거 되어야할 직무 항목이 있

는 예시 업무를 제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직

는지 토의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참가자들

무분류표는 전문상담교사의 직무를 정확히 서술

의 학교상담 경력, 근무하는 학교급 및 지역 특성

하는 목적보다는, 전문상담교사의 시간 사용에 대

등의 자기소개를 포함하여 한 그룹 당 약 1시간

한 설문조사를 위해 구성된 것으로서 총 직무 분

30분씩 진행되었다(2회, 총 3시간). 인터뷰 내 모

류가 지나치게 많아지는 것은 이후 설문 항목의

든 대화는 참여자들의 동의하에 녹음되고 전사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전문

었다.

상담교사가 해야 하는 중요하고 독립된 업무이지

이후 포커스 그룹에 참여한 연구팀원 4인의 전

만, 직무에 투자하는 시간이 미미한 직무에 대해

사된 자료에 대한 지속적인 토의를 거친 후, 나머

서는 독립된 분류로 지정하지 않았다. 셋째, 학생

지 연구팀원의 감수과정을 통해 전문상담교사의

이나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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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모두를 ‘행정업무’라고 규정하는 것과 관련해

용 비율에 대한 설문조사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분류가 필요하였다. 이에 대해

최종 설문조사는 파일럿 테스트를 거친 후, 경

ASCA(2019)의 직접 서비스와 간접 서비스 분류나

기도 교육청의 협조를 얻어 2019년 9월 중 2주간

선행연구의 항목들을 참조하였으나, 한국의 상황

경기도 내 위클래스가 있는 단위 학교 중 정규직

에 맞지 않거나 상세한 분류로 인해 전체 분류

전문상담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740개 학교에 설

항목을 지나치게 늘릴 위험이 있었다. 그러므로

문참여 협조 공문을 통해 배포되었다. 이 중 설문

포커스 그룹의 의견을 참조하여 현장의 전문상담

에 응답한 전문상담교사는 396명으로 응답률은

교사들이 보다 직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직무

약 53.5%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참가자의 분포를

분류를 구성하였다. 넷째, 전문상담교사 본연의

살펴보면, 전문상담교사가 근무하는 학교급은 초

직무로 볼 수 없으나, 전문상담교사가 실제 현장

등학교가 66개교, 중학교가 236개교, 고등학교가

에서 수행하기도 하는 업무들은 전문상담교사가

99교로 나타났다. 설문참여자 중 여성은 341명이

실제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었고, 남성은 54명이었으며, 성별 누락 자료가 1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무분류표에 포함하였

명 있었다. 이들의 전문상담교사 근무 경력은 초

다. 최종적으로 완성된 직무분류표는 표 2와 같

임부터 1정 자격 기준이 되는 3년까지의 집단이

다. 이 표에 근거하여 마지막으로 직무별 시간 사

134명(33.8%), 4년부터 9년까지의 집단이 181명

표 2. 직무별 시간 비율 조사를 위한 전문상담교사 직무분류표
직무 분류
개인상담 및 심리검사
집단상담
학부모 및 교사 자문
예방 및 심리교육
위기학생 사례관리 관련 업무
위클래스 운영 및 행정
위클래스가 협조하는 사업
전문성 향상 활동
위클래스/상담 이외의
사업 운영 및 행정*
생활 관리 및 감독*

직무내용 예시
개인상담, 심리검사 실시
소집단 집단상담 실시
학부모 컨설팅 제공 및 상담, 교사 자문 및 협력
학교 또는 학급 단위, 교실 수업 실시
위기관리 위원회 활동, 위기 학생 지속 관리
계획, 예산 집행, 상담관련 행사 진행, 또래상담, 위클래스 환경관리, 상담
기록 관리 등
전문상담교사가 총괄하지는 않으나 운영의 일부에 협조하는 사업(예, 대안
교실, 정서행동 사업, 학업중단, 자살예방 프로그램 등)
교사 연수 참여, 수퍼비전 참여, 외부교육 참여, 전문성 공동체 참여 및
운영 등
학부모 회의 주최, 교내방송 등 책임
등교지도, 생활감독, 급식지도, 안전지도 등

주. *전문상담교사의 주 상담관련 업무로 볼 수 없으나, 실제 학교현장에서 교사로서 분담하는 업무로 전문상담
교사가 실제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탐색하기 위한 연구의 목적상 직무분류에 포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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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이었으며, 2개 이상의 학교를 경험해 본 10

다. 응답은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부터 ‘매우 만

년 이상의 경력 집단이 81명(20.5%)인 것으로 나

족한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직무

타났다.

만족도의 Cronchach’s α 신뢰도는 .86이었다.

측정도구

자료분석

전문상담교사 직무 시간 사용 비율

본 연구에서는 먼저, 전문상담교사가 각 직무별

전문상담교사의 직무별 시간 사용 비율을 조사

로 어떻게 시간을 할애하고 있고, 학교급별로 어

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설문항

떻게 다른지 탐색하기 위하여 SPSS 21.0을 사용하

목을 사용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 실시한 직무

여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전문상담교

분석의 결과로 얻은 직무분류표와 그에 대한 설

사의 직무패턴 유형을 탐색하기 위하여, 집단상

명을 설문에 먼저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1주일(40

담, 전문성 향상을 제외한 8개의 직무 분류를 군

시간)을 기준(100%)으로 했을 때, 해당 직무별 실

집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군집분석 실시를

제 수행하고 있는 시간 투자 비율을 표시해 달라

위한 사례수에 대한 절대적인 가이드는 없으나,

고 기술하였다. 설문기간 동안에는 연구팀의 이메

Formann(1984)이 d가 변인수 일 때, 최소 샘플수가

일을 통해 응답자들의 의문이나 혼란해 하는 부

2 이상 이어야 한다는 제안을 따른 것이다. 10개

분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여, 제시된 직무에 대한

의 직무 분류 중 집단상담과 전문성 향상 분류를

응답자들의 인식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였

제외한 이유는 해당 변인의 첨도, 분산, 그리고

다. 문항 하단에는 총 10개의 직무 영역별 할애율

해당 변인들을 포함했을 때의 군집분석 결과 등

의 총합이 100%가 되도록 해달라고 기술하였으

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군집을 분류하는 데

나, 응답자가 총합을 100%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영향이 적은 두 변인으로 나타났기 때문이

데이터 분석 단계에서 각 영역의 총합을 구한 후,

다. 탐색적 목적으로 해당 변인들을 포함했을 때

이를 비율로 구하여 각 영역 응답 값에 반영하여

와 포함하지 않았을 때 군집분석을 모두 실시해

계산하였다.

본 결과, 분류된 군집의 수와 주요한 특성은 일치

d

하였고, 군집별 사례수가 다소 변화하는 양상이
직무만족도

있었다. 군집분석 시, 변인의 표준화는 척도간 스

전문상담교사의 직무만족도는 전문상담교사의

케일이 다를 경우 필수적이나, 본 연구에서는 군

직무만족도를 연구한 금명자, 정경미, 이미숙

집을 결정하는 변인들이 동일한 스케일에서 측정

(2009), 박영희(2010) 등의 연구를 참고하여 연구팀

되었고, 표준화 되지 않은 점수가 직관적으로 주

이 구성하였다. 측정문항은 총3문항으로 전문상담

는 의미가 있어 Z점수로 표준화 하지 않았다. 군

교사의 직무만족도를 결정하는 3가지 측면에 대

집분석은 Hair와 Black(2000)이 제안한 2단계 군집

하여 직접적으로 직무만족도가 어떠한지 묻는 방

분석 절차를 따랐다. Ward의 방법으로 계층적 군

식이었다. 직무만족도의 각 측면은 전반적인 근로

집분석을 실시한 후, 군집화 일정표를 기준으로

환경에 대한 만족감, 직무 내용에 대한 만족감,

적절한 군집수가 4개 내외일 것으로 판단하였다.

직무수행으로부터 얻게 되는 본질적 만족감이었

다음으로는 군집대상의 중복이 없을 때 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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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수에 제약이 없는 비위계적 군집분석 방법

활 관리 및 감독(2.99%)과 위클래스/상담 이외의

인 K-mean 군집분석을 사용하였다

사업 운영 및 행정(2.32%)은 평균 자체는 가장 낮

군집이 결정

된 이후에는 군집의 빈도수가 학교급별, 참가자

게 나타났다.

경력 집단별로 다르게 분포하는지 탐색하기 위하

산포도의 경우, 범위(range)를 기준으로 살펴보

여 카이스퀘어 검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군

았을 때, 개인상담 및 심리검사(65.83%)의 범위가

집별로 전문상담교사의 직무만족도가 유의미하게

가장 컸고, 다음으로 위클래스가 협조하는 사업

다른지 알아보기 위하여 ANOVA분석과 Bonferonni

(52.17%)과 예방 및 심리교육(50%), 위클래스 운영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및 행정(47.58%) 순으로 범위가 컸다. 이는 해당 4
가지 직무 분류에 관해서는 전문상담교사들에 따
라 시간 배분 정도가 50%에서 70%까지의 편차를

결 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머지 집단상담, 위기
학생 사례관리 관련 업무, 전문성 향상 활동, 위

위클래스 전문상담교사의 직무별 시간 할애율 분석

클래스/상담 이외의 사업 운영 및 행정, 생활 관
리 및 감독은 20%에서 30%의 범위를 가진 것으

위클래스 전문상담교사의 직무별 시간 할애율

로 나타났다.

에 대한 기술 분석을 실시한 결과, 평균, 중앙값

또한, 직무별 시간 할애율의 학교급 차이를 분

및 표준편차 등을 표 3에 제시하였다. 먼저, 각

석하기 위하여 F테스트를 실시하였는데, 동분산

변인들의 첨도는 5가지 직무 분류 변인들이 절대

검정이 대부분의 영역에서 유의하게 나와, 이를

값 3이 넘게 나타났으나(학부모 및 교사 자문, 예

보완하기 위한 Welch’s F검정과 사후 검정으로는

방 및 심리교육, 위클래스 운영 및 행정, 위클래

Games-Howell값을 사용하여 유의도를 판정하였다.

스/상담 이외의 사업 운영 및 행정, 생활 관리 및

분석 결과, 예방 및 심리교육, 위기학생 사례관리

감독), 왜도의 경우는 모두 절대값 3이하로 나타

관련 업무, 위클래스가 협조하는 사업, 생활 관리

났다. 이에 데이터의 집중경향도는 평균을, 산포

및 감독의 4가지 영역에서 학교급별 유의한 차이

도는 범위(range)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나타났다. 예방 및 심리 교육 영역의 경우, 초

집중경향도를 평균값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전문

등학교급이 중고등학교급보다 유의미하게 많은

상담교사들은 개인상담 및 심리검사(33.19%)에 가

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초>중=고),

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위기학생 사례관리 업무 영역의 경우, 중고등학교

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직무 분류는 위클래

가 초등학교급보다 유의하게 시간을 많이 투자한

스 운영 및 행정(14.30%)과 위클래스가 협조하는

다고 보고하였다(중=고>초). 위클래스가 협조하

사업(13.12%)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부모 및

는 사업과 생활 관리 및 감독 영역의 경우, 중고

교사 자문(8.34%)과 위기학생 사례관리 관련 업

등학교가 초등학교급보다 유의하게 시간을 많이

무(7.35%), 집단상담(6.97%). 전문성 향상 활동

투자한다고 나타났다(중=고>초).

(6.19%), 예방 및 심리교육(5.22%) 순으로 근무 시

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위클래스 전문상담교사의 본연의 직무가 아닌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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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위클래스 전문상담교사의 직무별 시간 할애율 분석 결과 (N=396, 단위 %)
직무

시간

분류

할애율

개인상담 및 심리검사

집단상담

학부모 및 교사 자문

예방 및 심리교육

위기학생 사례관리
관련 업무

위클래스 운영 및 행정

위클래스가
협조하는 사업

전문성 향상 활동

위클래스/상담 이외의
사업 운영 및 행정

생활 관리 및 감독

평균 중앙값

33.19

6.97

8.34

5.22

7.35

14.3

13.12

6.19

2.32

2.99

30

5

8.04

5

5

13.18

10

5

0

2.45

표준
편차

14.42

4.48

4.46

5.64

4.29

7.02

7.63

3.54

4.16

3.45

학교급별
최솟값 최댓값 왜도

4.17

0

20.83

0

35

0

50

0

25

3.7

0

0

0

0

70

51.28

52.17

21.31

2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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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

0.85

1.56

2.97

1.26

1.46

1.14

1.16

2.58

1.56

첨도

-0.89

0.93

4.69

15.56

1.69

3.98

2.01

2.15

8.54

4.95

표준

학교급

평균

초등

32.87

14.21

중등

33.62

13.98

고등

32.38

15.65

초등

6.65

4.62

중등

6.96

4.42

고등

7.20

4.56

초등

10.07

6.24

중등

8.12

4.10

고등

7.77

3.70

초등

9.61

10.24

중등

4.11

3.61

고등

5.17

4.22

초등

5.87

4.07

중등

7.83

4.34

고등

7.12

4.11

초등

16.44

9.11

중등

13.96

6.43

고등

13.78

6.71

초등

9.22

5.50

중등

13.83

7.90

고등

13.86

7.45

초등

6.79

3.92

중등

5.99

3.33

고등

6.32

3.77

초등

1.48

3.10

중등

2.39

4.32

고등

2.67

4.30

초등

1.00

2.44

중등

3.20

3.14

고등

3.72

4.21

편차

*

p

.78

.76

.04

<.001

<.001

.12

<.001

.31

.09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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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분산유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1의 세부적인

위클래스 전문상담교사의 직무패턴 군집분석

특성을 살펴보면, 개인상담 활동을 다른 군집들
먼저 Ward의 방법으로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

(군집2,4,5)에 비해 유의미하게 적게 하고, 학부모

한 결과, 군집화 일정표를 기준으로 적절한 군집

및 교사 자문 활동, 위기학생 관리, 위클래스 및

수가 4개 내외일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상담 이외 행정업무, 생활관리 및 감독은 다른 군

K-mean 군집분석을 군집 수 3개부터 6개까지로

집들보다 유의미하게 많이 하는 집단으로 볼 수

단계적으로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군집의 최종군

있다. 군집2는 위클래스 운영행정을 다른 집단보

집중심, 해석 시 시사점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수

다 유의미하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행정

준, 이후 해당 군집을 집단변인으로 ANOVA분석

현저유형’으로 명명하였다. 세부적으로는 개인상

을 하였을 때 F값 크기, 생성된 군집의 해석 가능

담 및 심리검사는 평균에 해당하는 30% 초반대

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개 군집을 최종

의 시간 할애율을 보이면서, 위클래스 운영에 필

군집수로 결정하였다. 군집분석 결과는 표 4와 같

요한 행정을 다른 집단에 비하여 현저히 많이 하

다.

고, 위클래스가 협조하는 사업에는 다른 집단보다

군집별 특징을 살펴보면, 군집1은 직무 시간 할

적게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특성이 있다. 군집3은

애 비율이 전체적으로 분산된 집단으로 ‘직무비

예방 및 심리교육을 다른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표 4. 위클래스 전문상담교사의 직무패턴 군집 분석 결과 최종 군집 중심
군집
군집요인

평균

1

2

3

4

5

(n=97)

(n=34)

(n=18)

(n=76)

(n=171)

F

Post-hoc

개인상담 및 심리검사

33.19

20.00

30.45

21.24

23.33

46.87

250.46***

학부모 및 교사 자문

8.34

10.05

7.56

8.95

6.51

8.26

7.62***
***

예방 및 심리교육

5.22

6.16

3.81

23.43

3.63

3.75

111.00

위기학생 사례관리

7.35

10.79

6.06

5.58

7.88

5.61

32.20***

위클래스 운영 행정

14.30

12.84

27.38

14.71

16.88

11.33

68.90***
***

5>2>4,3,1
/4>1
1>5,2,4
/1=3, 5>4
3>1>2,5,4
1>4,2,5,3
/4>5
2>4,3,1>5
/4>1,5

위클래스 협조사업

13.12

13.17

9.19

9.71

24.89

9.01

156.32

4>1>3,2,5

위클래스/상담이외

2.32

5.84

1.33

2.05

1.46

.94

30.38***

1>3,4,2,5

생활 관리 감독
군집 특성

2.99

5.37

2.48

.77

2.76

2.08

직무비율 운영행정 심리교육 협조사업 개인상담
분산

현저

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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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

현저

***

18.05

1>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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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하고 있으므로, ‘심리교육 현저유형’으로 명

포가 유의미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

명하였다. 군집3은 개인상담을 군집2나 군집5보다

87.03, df=8, p<.001). 각 학교급 집단 내에서 직무

는 적게 하면서, 예방 및 심리교육을 다른 모든

패턴 군집의 비율과 그에 대한 수정된 표준화 잔

군집보다 현저히 많이 하고, 위기학생 관리와 생

차는 표 5와 같다. 수정된 표준화 잔차는 절대값

활관리 감독은 모든 군집 중 가장 적게 하는 특

이 2가 넘으면, 해당 셀이 전체 분포의 차이에 기

성이 있다. 군집4는 위클래스가 협조하는 사업에

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먼저 전체적으로

다른 모든 군집들보다 현저히 시간을 많이 할애

군집2-운영행정 현저유형과 군집5-개인상담 현저

하고 있으므로 ‘협조사업 현저유형’으로 명명하였

유형의 빈도는 학교급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

다. 군집4는 개인상담을 군집2나 군집5보다는 적

나지 않았고, 나머지 직무패턴 군집들은 학교급별

게 하면서, 협조 사업은 다른 모든 군집들보다 많

분포가 다르게 나타났다. 초등학교 집단 내에서는

이 하고, 학부모 및 교사 자문을 군집1이나 군집5

군집 1-직무비율 분산유형과 군집4-협조사업 현저

보다 적게 하는 특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군집5는

유형이 유의미하게 분포 비율이 낮았고, 군집3-심

다른 모든 집단에 비해 개인상담 및 심리검사를

리교육 현저유형은 유의미하게 분포 비율이 높았

현저하게 많이 하므로 ‘개인상담 현저유형’으로

다. 이에 반해 중학교 집단에서는 군집3-심리교육

명명하였다. 군집5는 개인상담에 현저히 많은 시

현저유형의 분포가 매우 낮게 나타나는 특성이

간을 할애하고, 나머지 모든 업무 분류에서 평균

있었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군집3-심리교육 현저

보다 적은 시간을 할애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유형의 분포가 다소 낮게 나타나는 특성이 나타
났다.

학교급에 따른 직무패턴 군집의 분포 차이
경력에 따른 직무패턴 군집의 분포 차이

학교급별 직무패턴 군집의 분포가 다른지 탐색
하기 위하여 카이스퀘어 검증을 실시한 결과, 분

경력 집단 구분에 따라 직무패턴 군집의 분포

표 5. 학교급별 전문상담교사 직무패턴 군집 비율
직무패턴 군집

학교급

1. 직무비율

2. 운영행정

3. 심리교육

4. 협조사업

5. 개인상담

분산유형

현저유형

현저유형

현저유형

현저유형

초등

11.5%

13.1%

26.2%

8.2%

41.0%

(n=61)

(-2.6)

(1.4)

(8.8)

(-2.4)

(-.4)

중등

26.3%

7.2%

.4%

20.8%

45.3%

(n=236)

(1.0)

(-1.2)

(-4.8)

(1.0)

(1.1)

고등

28.3%

9.1%

1.0%

22.2%

39.4%

(n=99)

(1.0)

( .2)

(-1.9)

( .9)

(-.9)

24.5%

8.6%

4.5%

19.2%

43.2%

(N=396)

학교급내
군집비율
(수정된
표준화
잔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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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탐색하기 위하여 카이스퀘어 검증을 실시한

교육 현저유형의 경우, 4년 이상 9년 이하 경력을

결과, 군집 분포가 유의미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

가진 집단에서의 분포 비율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났다(  =16.14, df=8, p<.05). 각 경력 집단 내에

직무비율 분산유형, 협조사업 현저유형, 개인상담

서 직무패턴 군집의 비율과 그에 대한 수정된 표

현저유형의 경우는 경력 집단별 분포가 유의하게

준화 잔차는 표 6과 같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 집단에 따라 군집 분포가 유의미하게 차이
직무패턴 군집별 전문상담교사 직무만족도의 차이

가 나는 직무패턴 군집은 군집2-운영행정 현저유
형과 군집3-심리교육 현저유형이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운영행정 현저유형과 심리교육 현저유

마지막으로 직무패턴 군집에 따라 전문상담교

형 모두 초임부터 3년 이하 경력을 가진 저경력

사의 직무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

집단에서의 분포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심리

하기 위하여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별

표 6. 경력 집단별 전문상담교사 직무패턴 군집 비율
직무패턴 군집

경력집단

1. 직무비율

2. 운영행정

3. 심리교육

4. 협조사업

5. 개인상담

분산유형

현저유형

현저유형

현저유형

현저유형

초임-3년

21.6%

12.7%

9.0%

17.2%

39.6%

(n=134)

(-.9)

(2.1)

(3.0)

(-.7)

(-1.0)

(N=396)

경력집단내
군집비율
(수정된
표준화
잔차)

4-9년

26.5%

6.1%

2.2%

22.1%

43.1%

(n=181)

( .9)

(-1.6)

(-2.0)

(1.3)

( .0)

10년 이상

24.7%

7.4%

2.5%

16.0%

49.4%

(n=81)

( .0)

(-.4)

(-1.0)

(-.8)

(1.3)

24.5%

8.6%

4.5%

19.2%

43.2%

F

Post-hoc

전체

표 7. 직무패턴 군집별 직무만족도의 차이
N

평균

표준편차

1. 직무비율 분산유형

95

10.95

2.29

2. 운영행정 현저유형

34

10.79

2.61

3. 심리교육 현저유형

17

9.53

1.77

4. 협조사업 현저유형

74

9.47

2.53

5. 개인상담 현저유형

171

10.91

2.45

391

10.58

2.48

Total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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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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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수의 차이가 다소 크지만, Levene 테스트 결

할애하고 있는지 실제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토

과 ANOVA 분석의 전제인 등분산성을 위반하지

대로 하여 살펴보고 이를 통한 직무패턴 유형을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직무만족도의 경우, 전

살펴보는데 있으므로, 본 연구의 직무 분류 결과

체 설문참여자 중 해당 문항에 대해 무응답한 5

를 기존의 전문상담교사 직무 분류 분석 연구들

명의 자료는 제외하고, 총 391명의 데이터를 가지

과 비교하기란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고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분석 결

본 연구를 수행하며 기존의 전문상담교사 직무

과, 직무패턴 군집별 직무만족도에는 유의미한 차

분석 연구들에서 발견한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이가 있음이 나타났으며(F=6.06, p<.001), 군집3-

기존의 연구들(김소아 외, 2014; 김인규, 조남정,

심리교육 현저유형(m=9.53)과 군집4-협조사업 현

2010; 서영석 외, 2013; 이기학 외, 2008; 임은미

저유형(m=9.47) 군집에 해당하는 전문상담교사의

외, 2016)에서는 전문상담교사의 행정 업무에 대

직무만족도가 5개 군집 중 가장 낮았다. 사후 분

한 직무를 위클래스 행정, 운영 및 관리 등으로

석 결과, 군집1-직무비율 분산유형의 직무만족도

한정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실제 전문상담교사

(m=10.95)는 군집3-심리교육 현저유형과 군집4-협

들은 위클래스를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행

조사업 현저유형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정만큼(위클래스 운영 및 행정, 평균 14.30%), 학
교 전체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다양한 심리 정
서 및 상담 관련 사업에 협조하며 상당한 시간을

논 의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위클래스가 협조하는
사업, 평균 13.12%). 해당 직무 영역과 관련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위클래스 전문상담교사의 직

전문상담교사들은 스스로 많은 혼란을 경험하고

무별 시간 할애율을 기초로 이들의 직무패턴 군

있으나, 해당 직무 영역을 둘러싼 협조나 갈등 정

집유형을 분석하고, 학교급 및 경력별 군집유형의

도에 따라 동료교사의 관계 양상에 많은 영향을

분포와 각 군집별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미치기 때문에 전문상담교사들은 한 학교의 ‘교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었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

사’로서 해당 직무를 맡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기존의 전문상담교사 직무 분류 연구들에서는 이

첫째, 위클래스 전문상담교사 대상 질적 설문

에 대한 직무영역이 전문상담교사의 직무로서 다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전문상담교사의

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직무를 구체적으로 항목화한 결과, 개인상담 및

는 전문상담교사의 행정, 또는 사업 기획 및 운영

심리검사, 집단상담, 학부모 및 교사 자문, 예방

관리 등의 업무를 ‘위클래스 운영 및 행정’, ‘위클

및 심리교육, 위기학생 사례관리 관련 업무, 위클

래스가 협조하는 사업’, ‘위클래스/상담 이외의 사

래스 운영 및 행정, 위클래스가 협조하는 사업,

업 운영 및 행정’ 등으로 구분하였다. 전문상담교

전문성 향상 활동, 위클래스/상담 이외의 사업 운

사들의 직무 분류는 이들의 책임과 역할, 그리고

영 및 행정, 생활 관리 및 감독 업무 등 총 10개

직무수행 평가에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향후 전

의 직무가 도출되었다. 물론, 본 연구의 목적은

문상담교사의 직무 분석 관련 연구에서는 ‘위클

전문상담교사의 직무 전체를 포괄하는 체계적 직

래스가 협조하는 사업’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

무 분류가 아닌, 자신의 직무시간을 어떤 활동에

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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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상의 직무 분류를 기초로 위클래스 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의 직무 시

문상담교사의 직무별 시간 할애율을 분석한 결과,

간 할애 비율을 보면, 전문상담교사들은 위클래스

전문상담교사들은 개인상담 및 심리검사(33.19%)

운영 및 행정(14.30%), 위클래스가 협조하는 사업

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12%)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직무 분류는 위

나타난다. 이는 각 교육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학

클래스 운영 및 행정(14.30%), 위클래스가 협조

교상담자 기록관리 시스템인 Wee시스템이나 나이

하는 사업(13.12%), 학부모 및 교사 자문(8.34%),

스 상담기록 시스템의 분류에 상당한 함의를 제

위기학생 사례관리 관련 업무(7.35%), 집단상담

공한다. Wee시스템이나 나이스 상담기록 시스템

(6.97%), 전문성 향상 활동(6.19%), 예방 및 심리교

은 학교상담자의 성과를 나타내는 양적 기록으로

육(5.22%) 순이었으며, 이들 본연의 직무가 아닌

자주 활용되는데, 해당 기록 시스템의 분류는 행

생활 관리 및 감독(2.99%), 위클래스/상담 이외의

정과 관련된 직무처럼 건수로 기록될 수 업무들

사업 운영 및 행정(2.32%)의 평균값은 가장 낮게

은 기록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이는 평균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범위(range)를 기준으로 본 산포도

약 25%가 넘는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전문상담

의 경우, 개인상담 및 심리검사(65.83%), 위클래

교사의 직무들을 기록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게

스가 협조하는 사업(52.17%), 예방 및 심리교육

될 뿐만 아니라, 학교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50%), 위클래스 운영 및 행정(47.58%)의 순으로

행사나 협조 사업에 열의를 가진 학교상담자들의

컸다. 이는 해당 4개의 직무 분류에 관해서는 전

성과에 대해 불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문상담교사들에 따라 시간 배분 정도가 50%에서

초래할 수 있다.

70%까지의 편차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하며, 나머

셋째, 위클래스 전문상담교사의 직무패턴 군집

지 직무들은 2-30%의 범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문상담교사의 직무별 시간

다.

할애율에 따라 총 5개의 직무패턴 군집이 도출되

종합해볼 때, 이러한 결과는 전문상담교사 직무

었다. 먼저 군집1은 개인상담 활동을 다른 군집들

빈도를 분석한 김희정 외(2015)의 연구 결과인 개

(군집2,4,5)에 비해 유의미하게 적게 하는 대신 그

인상담 및 집단상담, 교육, 자문, 대집단지도 및

외 직무들은 유의미하게 많이 함으로써, 직무별

프로그램, 행정업무 및 관리, 심리검사 및 평가

시간 할애율이 전체적으로 분산되어 ‘직무비율

등의 순서와는 다소 상이하나, 이상민 외(2009)에

분산유형’으로 명명되었다. 군집2는 개인상담 및

서 전문상담교사의 직무 영역별 중요도를 개인상

심리검사 활동이나 위클래스가 협조하는 사업에

담, 심리검사, 개인자문, 집단상담, 집단교육, 집단

는 평균 또는 그 이하의 시간을 투입하는 대신,

교육 및 연수, 운영 및 관리 순으로 구분한 것과

위클래스 운영에 필요한 행정에는 다른 집단에

는 어느 정도 그 맥을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볼

비해 현저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운영행정

수 있다. 한편 위클래스 운영 및 행정과 위클래스

현저유형’으로 명명하였다. 이어서 예방 및 심리

가 협조하는 사업의 높은 시간 할애율은 이지희

교육을 다른 군집들보다 유의미하게 많이 하고

와 동료들의 연구(2012)에서와 마찬가지로 상담관

있는 군집3은 ‘심리교육 현저유형’으로, 위클래스

련 또는 이외 행정업무의 빈도가 중요도에 비해

가 협조하는 사업에 다른 모든 군집들보다 현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전문상담교사의 현실이 잘

하게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는 군집4는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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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현저유형’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군집

의 분포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온 것은 학교

5는 다른 모든 집단에 비해 개인상담 및 심리검

급의 특성이 전문상담교사의 직무수행 영역에 반

사에 현저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그 외 모든

영된 결과로 보인다. 실제로 초등학교에서는 중고

직무에는 평균보다 적은 시간을 할애하므로 ‘개

등학교에 비해 담임교사가 가지는 영향력이 절대

인상담 현저유형’으로 명명되었다.

적으로 큰데(김영달, 2016), 이들이 전문상담교사

이 5개의 군집 중 ‘개인상담 현저유형’이 전체

와 협력하는 정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된 바

의 43.2%, ‘직무비율 분산유형’이 24.5%로 두 군

있다(이수정, 신효정, 2014). 또한 우리나라 전문상

집의 합이 전체 연구참여자의 과반 이상의 비율

담교사 배치율(정규 및 기간제교원 기준)을 살펴

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은 상술한 서영석 외

보면, 중고등학교의 경우 2000년부터 꾸준히 증가

(2013), 이상민 외(2009)의 연구에서 제시된 이상적

하여 2019년을 기준으로 이미 50%에 근접하였으

인 전문상담교사 직무 시간배분이 비교적 잘 실

나,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2017년까지 2.2% 미만이

천되고 있는 군집이라 할 수 있다. 이상민 외

었다가 2019년에 들어서야 겨우 10.3%에 이르게

(2009)의 연구에 따르면 전문상담교사들의 시간

되었다(한국교육개발원, 2019). 이러한 현실에 따

투자 비율이 개인상담 업무에 25-30%(주 10-12시

라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전문상담교사들의 입

간) 정도가 확보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제시한

장에서는, 동료교사 및 학부모로 하여금 자신들의

바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전체 19.2%를

존재를 인식하게 하는 수단으로 상담보다는 대단

차지한 ‘협조사업 현저유형’, 8.6%를 차지한 ‘운영

위 교육에 중점을 둬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

행정 현저유형’ 8.6%, 나머지 4.5%를 차지한 ‘심

다(김영달, 2016). 또한 본 연구에서 진행된 포커

리교육 현저유형’은 다소 이상적이지 못한 직무

스 그룹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중고등학교급에서

별 시간 할애율을 보이고 있는 군집유형이라 하

근무하는 전문상담교사들은 입시 위주의 한국 교

겠다.

육 현실로 인해 학급이나 전교 단위 심리관련 교

넷째, 학교급에 따른 직무패턴 군집의 분포 차

육이나 행사를 실시하기 어렵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를 검증한 결과, 전체적으로 ‘운영행정 현저유

이에 따라 중고등학교급 전문상담교사들은 상담

형’과 ‘개인상담 현저유형’의 빈도는 학교급별로

관련 행사나 집단적 예방교육보다는 자발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나머지 ‘직

상담실에 찾아오는 내담자에 대한 반응적 서비스

무비율 분산유형’, ‘심리교육 현저유형’, ‘협조사업

로서 개인상담에 훨씬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고

현저유형’ 군집에서는 학교급별 분포가 유의미한

한 바 있는데, 이는 중고등학교급에서 ‘심리교육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급에서는 ‘직

현저유형’의 분포가 매우 또는 다소 낮게 나타난

무비율 분산유형’과 ‘협조사업 현저유형’이 유의

이유를 추측케 하는 주요한 원인이라 사료된다.

미하게 분포 비율이 낮았고, ‘심리교육 현저유형’

다섯째, 경력에 따른 직무패턴 군집의 분포 차

은 유의미하게 분포 비율이 높았다. 이에 반해 중

이를 검증한 결과, ‘운영행정 현저유형’과 ‘심리교

학교급과 고등학교급에서는 ‘심리교육 현저유형’

육 현저유형’은 경력 집단에 따라 군집 분포가

의 분포가 매우 또는 다소 낮게 나타나는 특성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다. 이 두 군집 모두 3년 이

있었다.

하 경력을 가진 저경력 집단에서의 분포 비율이

이처럼 초등학교급에서만 ‘심리교육 현저유형’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심리교육 현저유형’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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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4년 이상 9년 이하 경력을 가진 집단에서의

더 낮았다. 이는 전문상담교사 다수가 자율적 선

분포 비율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나머지 세 군집

택에 의하지 않은 직무를 종종 수행하게 됨으로

의 경우, 경력별 집단 분포가 유의하게 다르지 않

써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심리교육과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저경력 집단에

협조사업의 경우,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것과 관

서 ‘운영행정 현저유형’의 분포 비율이 높게 나온

련하여 전문상담교사와 학교 측의 입장 간에 극

것은, 저경력 전문상담교사일수록 위클래스 연간

명한 차이가 빈번히 발생하곤 한다. 이 경우 학교

계획 수립이나 상담 기록과 같은 행정 업무에 상

관리자나 동료교사 측에서 전문상담교사에게 과

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기 때문인 것으

도하게 기대하는 바가 곧 역할갈등을 야기하는데

로 사료된다. 여기서 생각해볼 점은 저경력 전문

(고경희 외, 2020), 이러한 역할갈등이 클수록 전

상담교사들이 상대적으로 당면한 업무를 수행하

문상담교사의 직무만족도는 낮아지게 되는 것이

는데 급급한 경향을 보이는 면도 분명 있으나(김

다(이현아, 이기학, 2009). 동시에 이들은 업무의

혜숙, 이기학, 2012), 한편으로는 외적으로 평가하

독립성을 침해받는다고 느껴 직업 부적응을 경험

기 어려운 상담보다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평가가

하기도 한다(김지연, 김동일, 2015). 한편 이들 두

가능한 행정업무에 대해 더 높은 기대치를 가지

집단에 비해 ‘직무비율 분산유형’의 직무만족도가

고 있는 학교관리자들의 영향력(김지연, 김동일,

유의미하게 높게 나온 것은, 전문상담교사 직무의

2016)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중요도와 빈도를 고려했을 때 각 직무의 비율이

또한 ‘심리교육 현저유형’의 분포 비율이 저경력

적절히 나눠진 것이 가장 이상적으로 인식된다는

집단에서는 높고 4~9년 경력집단에서는 낮게 나

선행연구(서영석 외, 2013; 이상민 외, 2009)의 결

온 것은, 상술한대로 초등학교급 전문상담교사가

과가 잘 반영된 것이며, 결국 각 직무영역별 균형

임용되기 시작한 것이 중고등학교급에 비해 정책

있는 비율 및 시간할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

적으로 얼마되지 않아(한국교육개발원, 2019) 초등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나아가 지금까지의 결과를

학교급에 저경력 교사가 많이 배치되어 있기 때

종합해볼 때 ‘심리교육 현저집단’의 다수가 초등

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를 저경력 전문상담교사의

학교급 전문상담교사들이며 이들의 직무만족도가

소진이 중경력 전문상담교사보다 유의하게 높았

현저히 낮은 것을 고려한다면, 추후 이상적인 초

다는 선행연구의 결과(황지선, 2017)와 함께 종합

등학교 전문상담교사들의 직무와 역할모형에 대

해보면, 저경력 집단의 소진을 적극적으로 예방하

한 후속연구 또한 요구된다.

기 위해서는 이들의 직무패턴이 ‘개인상담 현저

이상 본 연구는 위클래스 전문상담교사들이 총

유형’ 또는 ‘직무비율 분산유형’과 같이 전문상담

10개의 직무 분류에 대해 각각 어떻게 시간을 할

교사라는 직업의 본질과 더 잘 맞는 방향으로 유

애하는지, 그리고 어떤 직무패턴일 때 그 직업만

도될 수 있도록 관리자 차원에서의 전략적 접근

족도가 높은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기존의 단순

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직무분석 연구들과는 차별화된 학교상담자 직무

여섯째, 직무패턴 군집별 전문상담교사 직무만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는 전문상담교

족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5개 군집 중 ‘심리교

사들에 대한 세부적 실태관련 연구이므로, 우리나

육 현저유형’과 ‘협조사업 현저유형’의 직무만족

라 전문상담교사에 대한 건강한 직무패턴과 역할

도 수준이 ‘직무비율 분산유형’에 비해 유의하게

및 업무범위 설정에 있어 보다 더 명료하고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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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성별로 동일한 용어에 대한 인식 차이가 상당히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한

크고, 근무 맥락에 따라 특정 세부 업무가 중요하

계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에 사용

게 다루어지는 경우, 해당 전문상담교사들은 이를

된 모든 문항의 응답은 실제 직무 분류별 할애

별도의 명칭으로 직무 시간 분류 단위로 인식하

시간을 관찰한 자료가 아니라 각각의 전문상담교

는 경향이 있었다. 물론 여기에는 본 연구의 포커

사가 주관적으로 보고한 자료에 기초하였으므로

스 그룹 참가자들을 선발함에 있어 역량 관련 선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발 기준(예: 보다 고경력의 전문상담교사, 동료 추

따라서 가능하다면 후속연구에서는 동료교사 또

천자 등)을 포함하지 않아 생긴 한계점도 있을 것

는 위클래스 관리자에 의한 교차평가가 이루어진

이다. 또한, 연구팀이 먼저 구성하여 제시한 직무

자료를 사용하여 보다 객관적인 직무별 시간 할

분류표를 포커스 그룹 참가자들이 통합, 확인, 변

애율을 기초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해

경, 추가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 질적 자료 수집

본다. 둘째,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경기도

방식의 한계, 질적 분석의 결과가 포화에 이르기

지역의 전문상담교사에 한정된 데이터이므로 전

까지 계속하여 질적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지속

문상담교사 전체의 경향성을 충분히 대표하지 못

하지 못한 연구 과정의 한계도 존재한다. 따라서

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더욱 다양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전문상

한 지역의 표본을 대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담교사의 직무분류표를 다시 도출해 볼 것을 제

셋째, 직무별 시간할애 설문조사 시, 각 직무 분

안하며, 보다 많은 전문상담교사들과의 사전 작업

류에 대한 설명과 예시를 가능한 한 충분히 제공

을 통해 정교하게 용어를 선정할 것을 제안한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문참여자들마다 용어를 다

넷째, 본 연구 자료에는 전문상담사에 대한 데

르게 이해하고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본

이터는 포함되지 않았다. 일반적인 학교문화 내에

연구팀원 간의 전문상담교사 직무 분류에 대한

서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의 처우가 다르다

지속적인 토의 및 팀내 분석팀과 자문팀의 역할

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전문상담사들의 데이터가

분배에 따른 분석 과정, 현직 전문상담교사들과의

추가된다면 이들만의 새로운 직무패턴 군집이 만

2번의 포커스 그룹을 통해서 용어에 대한 인식

들어지거나 특정 군집에 전문상담사의 비율이 높

차이를 최소화하고자 최대한 노력하였음에도 불

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학교상담자들의

구하고 설문조사 단계에서 다시 봉착하게 된 문

직무패턴에 대한 후속연구에서는 이들의 고용상

제로, 향후 전문상담교사의 직무 시간 분류와 관

태를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련된 연구를 실시할 때 초기단계에서 매우 중요
하게 고려해야할 문제로 보인다. 본 연구팀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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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work patterns of Korean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s based on the
amount of time spent for each job category and examine its relationships with their work satisfaction. The open survey
with 19 school counselors working in Kyung-gi province and two focus group interviews with 10 school counselors
recruited from each school level were conducted. 10 job categories (individual counseling & psychological assessment,
group counseling, consultation for parents & teachers, preventive & psychological education, case management for crisis
students, planning and managing work of Wee Class, supportive work for school-wide projects, professional development,
non-counseling related administrative or supportive work, and supervising or managing student work) were derived. And
396 Wee Class school counselors working in the Kyung-gi area participated in the survey. A k-means cluster analysis
yielded a five-cluster solution, and each cluster was provided a relevant pattern: (a) job proportion dispersion type; (b)
Wee Class management salient type; (c) preventive education salient type; (d) collaborative school service salient type;
and (e) individual counseling salient type. Chi-squar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preventive education salient type was
more frequent at the elementary school level, and Wee Class management salient type was more frequent among the
school counselors with less working experience. Also, school counselors belong to the 'preventive education salient' and
'collaborative school service salient' types showed significantly lower job satisfaction than school counselors of the rest of
the types. Lastly, based on the study results,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of the job patterns, roles and scope of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 policies were provided.
Key words : School Counseling, Job Analysis, Work Pattern Analysis, Job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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