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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서비스 영역에서 청소년상담의 미래 전망에 대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

배 주 미††

박현진

천석준

한국청소년상담원
본 연구는 공적서비스 영역에서의 청소년상담의 미래전망이 어떠한가를 전문가 델파이 방식을 통해 예측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상담 관련 학계 및 현장전문가 50인에게 ‘공적서비스로의 청소년상담
의 미래전망’을 기술하도록 요청 하였으며, 2차와 3차 델파이조사에 응한 최종 20인의 의견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공적서비스로의 청소년상담과 관련하여 ‘운영체제 및 제도’ 측면에서는 공적서비스에 대한 상
담요구의 증가, 사설기관과의 차별화된 서비스 개발요구, 다학제간 전문가로 구성된 팀접근, 지역중심의
상담 및 시스템 연계 활성화, 사이버 및 이동통신을 통한 상담증가, 사이버상담의 전문가와 단기상담의 활
성화, 지자체별로 특화, 빈곤층에 대한 바우처제도 확립, 상담효과성 및 책무성 강조, 전문학교상담인력에
대한 정책 활성화 등이 전망되었으며, ‘상담대상 및 내용’과 관련된 측면에서는 공적서비스 영역에서의 청
소년상담 서비스 대상의 다양화와 확대, 정신병리 및 우울, 자살 등의 전문적 개입에 대한 요구 증가, 청
소년비행, 인터넷중독, 은둔형외톨이 등의 영역에 대한 다양한 개입 요구, 다문화 및 저소득층, 소외계층에
대한 상담활성화, 학교기반의 보편적 예방교육 필요성 증가, 진로상담 욕구 증가 등이 예측되었다. 마지막
으로 이를 중심으로 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주요어: 청소년 상담의 미래 전망, 공적 서비스 영역, 델파이 조사

† 본 연구는 2008년도 한국청소년상담원의『공적서비스로서의 청소년상담정책의 변화 전망과 발전방안 연구』연구보고
서 내용을 토대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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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청소년 문제에 대한 국가적 책무성이 강

립과 사립으로 설치되어 운영되는 등의 우리나라의

조되고 있으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육성하

청소년상담이 도입되고 발전되어왔다. 또한 1964년

기 위한 노력은 중요한 청소년정책의 하나로 자리

교도교사 자격규정시행과 1965년의 15개 청소년단

잡아왔다. 특히 이러한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건전

체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발족을 통해 범사회적

육성에 대한 주요한 방법으로 ‘청소년상담’은 오랜

청소년운동 체제를 마련한 것도 이후의 청소년상담

역사와 함께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 개념모색을 하는데 계기가 되었다(이재창, 1993).

역사적으로 1950년대 초기부터 생활지도라는 이

1973년에 교육법시행령 개정을 통한 교도교사제

름으로 청소년상담이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기 시

가 법제화되어 18학급 이상의 중등학교에 교도주임

작한 이후,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의 방식에서부터

을 둔다는 규정으로 학교업무에서 교도부의 전문성

최근에는 사이버상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담방

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상담이 확산되기

법을 사용하고 있다. 청소년상담이 다루는 문제 또

시작한 1980년대에는 상담자원봉사자 체제를 정부

한 심각한 부적응이나 비행에서부터 예방을 위한

차원에서 운영하기 시작하여 부족한 상담인력을 자

상담, 진로상담 등으로 광범위하다. 또한 청소년상

원봉사자를 통해 보완하게 하게 되었다. 지난 1987

담을 실시하는 상담자 또한 정신과의사 및 전문상

년 청소년육성법의 제정으로 청소년정책이 국가 정

담자에서부터 자원봉사상담자, 학교교사 등에 이르

책의 하나로서 자리를 잡은 이후 1991년 청소년기

기까지 다양한 상황이기 때문에 ‘청소년상담의 범

본법의 제정으로 청소년상담 또한 공적서비스로서

위와 영역’은 매우 넓고 모호하다. 이러한 문제영

기틀이 마련되었다. 이를 근거로 1990년도부터 설치

역, 상담자유형, 상담방법 등의 다양함과 광범위하

되어 있던 체육청소년부 청소년 종합상담실을 1993

고 모호함은 상당히 융통성 있게 운영될 수 있다는

년 ‘청소년대화의 광장’으로 개원하여 정부가 운영

장점은 있으나, 반면 국가의 책무성과 관련되어 정

하는 상담원이 개원하는 역사를 갖게 되었으며 이

책결정과 수행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야기하는 부분

후 이는 ‘한국청소년상담원’으로 개칭하였다.

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공적서비스로서 이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청소년상담은 각 부처 별

루어져야할 청소년상담의 영역과 역할이 무엇이고,

로 고유기능에 따라 청소년관련 상담을 해왔는데,

이는 누구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할지를

1991년도 체육청소년부의 보고에 따르면 아동상담

좀 더 명확히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사, 판정지도 및 일시보호를 위한 아동상담소 51

공적서비스로서의 청소년상담이 도입되기 시작한

개소, 근로청소년 및 여성노동자의 고충상담을 위한

것은 1950년대로 볼 수 있는데, 이때부터 생활지도

지방노동사무소의 민원상담실 44개소, 가출 선도 및

의 한 가지로 청소년상담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

비행상담을 위한 경찰서 산하 청소년상담실 197개

지기 시작하였으며, 심리측정을 비롯하여 다양한 학

소, 학습진로 상담을 위한 중고등학교 상담실 2,785

생지도에 대한 이론들이 소개되기 시작하였다(황응

개소와 청소년단체, 사회단체가 운영하는 160여개소

연, 윤희준, 1983; 이재창, 1993 53면 재인용). 1957

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가 40여명의 교사에게

그에 비해 2009년도 청소년백서에 따르면 2008년

상담교육을 실시하여 학교의 훈육실을 생활지도실

도 각 부처와 기관에서 운영한 청소년상담기관 혹

로 바꾸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생활지도가 다른 기

은 청소년상담실은 학습진로 상담을 위한 중고등학

관에도 보급되어 아동상담소, 청소년상담소 등이 공

교 상담실을 제외하고,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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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48개소, 청소년성문화센

의 연계체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청소

터 29개소, 보호관찰지소 45개소, 가출청소년쉼터

년 상담협의회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기관 간 교류

76개소, 청소년선도시설 13개소, 청소년운영위원회

를 위해서는 시ㆍ도 청소년 상담실이 담당하는 것

261개소, 청소년비행예방센터 6개소, 교육부 및 교

이 효과적이라고 하였으며, 또한 이를 위해서는 재

육청 소속의 위센터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1991년에

정적 지원뿐 아니라 기관장의 인식이 더욱 중요하

는 없었던 국가공인 청소년상담사제도가 2003년도

므로 이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이

부터 시작되어 2009년도 3,584명을 배출하는 등 양

재창(1993)은 청소년상담 발전을 위해 전문가 자질

적 또는 질적인 향상을 나타내었다고 불 수 있겠다

향상, 사회기관의 다양한 참여, 정부의 적극적 행정

(아동청소년백서, 2009).

과 재정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청소년상담의 양적인 혹은 질적인 향상

1990년대 초부터 이루어진 이러한 제안들의 영향

및 체제화는 시대적, 상황적 요구에 따른 자연스러

으로 청소년상담 기관의 수가 증가되고, 기관간의

운 팽창도 있었을 것이나, 이 뒤에는 이와 관련된

연계체제가 활성화되었으며, 전문가 양성이 강화되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의 다양한 노력의 결과이다.

었다. 즉, 2010년 현재 중앙의 한국청소년상담원을

특히 선도적 시각을 지닌 학계 전문가들은 문헌연

비롯하여 16개의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1개

구, 선진 외국의 청소년 상담경향, 현장에 대한 조

의 시･군･구 청소년지원센터의 기관이 구축되었으

사 등을 통해 공적서비스 내에서 청소년상담이 나

며, 30여개의 대학에 관련학과가 설치되고 청소년상

아갈 방향을 제시해왔으며 이러한 영향이 직접 혹

담사 자격제도화 등을 통한 인적 인프라가 확립되

은 간접적으로 반영되어 이러한 결과가 이루어져

었다. 그리고 청소년기본법을 위시한 관련법 제정

왔다. 1990년대 초 최현 외(1991)는 150개의 청소년

등의 법적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가 청소년상담정

상담기관을 대상으로 이들의 욕구를 조사하여 ‘청

책이 보다 체제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꾸준

소년상담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바에 따르면, 먼

히 구축되어 왔으며, 그 결과 청소년상담의 전문적

저 청부의 재정지원과 전문상담인력의 자격관리를

팽창과 대중적 확산을 이루어왔다. 특히 2005년 시

강화하는 것, 중앙과 시도 및 시군구의 협력체제를

작된 CYS-Net과 청소년동반자 사업을 기반으로 지

차별화를 제안하고 있다. 즉, 중앙에서는 청소년 상

역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담기법ㆍ교법의 편찬, 발간, 상담인력에 대한 자격

구축의 허브 역할을 맡으면서 지역 내의 연계망의

증 교부, 전문상담 인력의 훈련, 청소년 상담에 대

중심이자, 청소년상담의 중추 기관으로서 중요한 위

한 재정지원, 상담기관간의 유기적 관계망 구성을

치를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또한 그동안 학

위주로 하여야 하며, 시ㆍ도 청소년상담실의 경우에

교 내에 학교상담실 혹은 진로상담실 등이 설치되

는 청소년관련 정보센터 운영, 상담기관과의 유기적

어 있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인 상담기능을 제대로

관계망 구성, 전문상담센터 운영, 상담자원봉사자

수행하지 못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상담교사’

훈련, 상담활동의 홍보, 청소년상담업무 조정 등을

의 배치가 권장되었으며, 2009년 현재 1,530개의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시ㆍ군ㆍ구

Wee 클래스나 80개소의 Wee Center가 설치되는 등

청소년상담실의 경우에는 실제 상담업무를 가장 중

학교 내 청소년들의 문제에 대한 상담적 개입을 좀

요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더 강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김계현 외(2002)는 청소년상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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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통해 상담영역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어왔는

담을 통한 지원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데, 김계현(1991)의 연구에서는 행동문제, 정서 및

의 ‘공적서비스에서의 청소년상담’의 발전방향이 무

학습문제, 이성관계 및 교우문제, 심리 및 정신건강

엇인가를 점검해보고 예측해보는 것은 이와 관련된

문제, 성문제, 알콜 및 약물남용 문제, 자살 등 위기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기초자

문제, 진학 및 진로문제 등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료로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상담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최근 이러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

한 문제들과 함께 사회문화적 변화가 반영된 인터

을 대상으로 한 델파이방식을 통해 공적서비스로서

넷 및 휴대폰 중독, 인터넷을 통한 원조교제(성매수

의 청소년상담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규명하고,

피해) 등의 문제에 대한 상담이 증가되는 등 상담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성을 설정하여 적절한 제안을

영역의 변화가 시사되고 있다(김광현, 장재홍, 2010;

하고자 하였다. 델파이 조사는 전문가들의 전문적

장재홍, 이은경, 장미경, 김광현, 김지환, 2008; 홍봉

견해를 근거로 하여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복

선, 남미애, 2010).

적으로 수집하고 교환함으로써 미래를 예측하는 질

상담기법 측면에서도, 청소년상담 접근과 기법

적 방법의 하나이다(노승용, 2006). 델파이 방식은

과 관련해서는 인간중심 뿐아니라, 인지행동접근,

누가 설문에 참여하였는지를 공개하지 않는 익명성

가족상담접근 등의 다양한 상담접근이 연구되고 시

시스템을 기반으로 전문가들 개인의 독립성과 전문

도되어 왔으며, 특히 이숙영과 박성수(1997)는 청소

가들 간의 논쟁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참여자 전체

년상담에 있어 다학제간의 학문적 협력, 다양한 영

에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

역의 전문가들의 팀접근이 청소년상담의 중요한 방

방법이다(박경준, 2008).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이러한 견해와

향후 청소년상담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객관적

유사하게 2005년에 시작된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이고 전문적이면서도,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인

에서는 청소년상담을 기반으로 사회복지 관점이 통

적 편견이 배제된 의견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청소

합된 개입을 하고 있으며, 특히 CYS-Net이라는 사회

년상담의 미래전망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

안전망 내의 다양한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하고 이를

로 공적서비스로서의 청소년상담이 취해야할 방식

통한 자원을 지원함으로써 심리정서뿐아니라 실질

은 어떤 것이며, 그 대상은 누구인가, 공적서비스로

적인 영역의 개입을 하고 있다(오경자 등, 2006).

서의 청소년상담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더욱이 최근에는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 및 정책
환경이 더욱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른

어떠한 방식의 체제가 필요할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미래지향적이고 통합적인 상담서비스에 대한 새로
운 도전과 요구가 증대되는 시점을 맞고 있다. 특히

방 법

2009년부터 시작된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청소년관
련 업무의 주무부처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보건
복지가족부로, 또다시 2010년도에 여성가족부로 이

연구대상

관됨에 따라 그 성격이나 특성에 변화가 있을 가능
성이 있다. 또한 교육부 또한 교육과학기술부로 재

본 연구는 세 번의 델파이 조사로 진행되었다.

편되고 위클래스나 위센터의 구축과 확대 등의 상

초기 델파이 조사에 포함된 연구대상은 총 50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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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전문가라고 함은

때문에 전문가 선정이 중요하다(노승용, 2006). 이때

청소년상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으면

설문참여집단은 반드시 관련 주제에 대해 찬ㆍ반

서 학계나 현장에서 청소년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입장을 취하는 전문가들이 골고루 분포되도록 구성

청소년상담 미래전망에 대해 전문적인 대안을 제시

되어야 한다. 다음 단계에서 연구자는 선정된 전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일컫다. 이에 근

가들에게 질문지를 보내 피드백을 받고, 이 피드백

거하여 청소년상담에 대한 쟁점을 이해하고 전문적

을 기반으로 다시 질문지를 보내 또다시 피드백을

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박사수료 이상의 전문가

받는 과정을 몇 차례 반복한다. 이때 전문가들은 다

를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50명 중 최종적으로 연구

른 전문가들의 결과를 보면서 자신의 의견을 재평

에 참여한 대상으로는 1차 개방형 조사 때 의견을

가하고, 질문의 각 단계마다 자신의 의견을 다룰 수

제시한 21명이었다. 이 21명의 전문가들의 분포는

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모든 논쟁과 의견들이 공

그림 1. 델파이 조사 내용 및 응답률그림

상담관련 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대학교수 14

개되어 참여자들에게 전달된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

명(66.7%), 실제 현장에서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는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현장 실무자 7명(33.3%)이다. 성별로는 남자 12명

본 연구에서는 델파이 조사를 위해 3종류의 조사

(57.1%), 여자 9명(42.9%)이며, 연령별로는 30대 2명

도구가 제작되었다. 첫 번째는 델파이 1차 조사 질

(9.5%), 40대 15명(71.4%), 50대 4명(19.0%)이었다. 2,

문지로써 공적서비스 영역에서 청소년 상담의 미래

3차 델파이 조사에는 1명의 전문가가 사정상 빠져

전망을 위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고찰할 목

서, 총 20명의 전문가들이 질문에 응답하였다.

적으로 자유기술식 개방형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자유기술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질문지가 구조화ㆍ

연구절차 및 연구 도구

조직화ㆍ세분화 되어 있으면 응답자의 반응 범위
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서영인, 2008).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공적서비스 영역에서

두 번째는 델파이 2차 조사 질문지로써 1차 델파

청소년 상담의 미래 전망에 대한 문헌탐색과 1, 2,

이 조사결과를 근거로 마련된 의견을 통합하여 작

3차 델파이 조사 수집ㆍ분석을 실시하였다. 델파이

성되었다.

조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자가 분야별

2차 질문지는 평가 영역을 나누고, 그 영역에 따

전문가를 선정하여 설문조사에 참가하도록 요청해

라 전문가들에게 공적서비스 영역에서 청소년 상담

야 한다. 델파이 조사는 전문가의 주관적이고 직관

의 미래 전망으로써 동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5

적인 판단에 의존하여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점 리커트 형식(1점: 전혀 동의하지 않음, 5점 :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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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동의함)으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세 번째는 3차

뉘었다. 둘째, 2차 설문은 1차 델파이의 내용을 근

델파이 질문으로써 2차 델파이 조사결과를 기반으

거로 75개의 의견들에 대해 평균값을 구하였다. 셋

로 평균, 중앙값, 사분위 점수, 2차 조사 때 전문가

째, 3차 설문은 2차 델파이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2

가 응답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와

차 조사와 동일한 75개의 의견들에 대해 평균과 반

동일하게 5점 리커트 형식으로 평정하였다. 제1, 2

응범위를 포함한 설문지를 제시하였으며, 그를 회수

,3차 델파이 조사 시 전문가들에게 설문지는 e-mail

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최빈치를 제시하였다. 회수

로 보내졌고, 다시 e-mail 답장을 통해 의견을 받는

된 설문지는 SPSS 15.0버전을 활용하여 기술통계로

형식을 취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1과 같다.

처리하였다.

표 1. 델파이 조사 내용 및 응답률
조사내용

배포
형태

표집인원

응답인원

2008. 9. 11 - 9.19

공적서비스 영역에서 청소년 상담의 미래 전망

이메일

50명

21명

제2차

2008. 10. 3 - 10.9

1차 델파이를 통해 선정된 75개 의견 동의 여부

이메일

21명

20명

제3차

2008. 10.30 - 11.6

2차 델파이를 통해 선정된 75개 의견 동의 여부

이메일

20명

20명

구분

조사기간

제1차

자료분석

결 과

본 연구의 제1, 2, 3차 델파이 조사는 다음과 같

1차 델파이 조사

은 과정을 거쳐 분석이 되었다. 첫째, 전문가들에게

1차 델파이 조사를 실시한 후, 전문가들의 응답을

델파이 1차 조사를 실시한 후 내용을 종합한 결과

종합한 결과 총 97개의 항목으로 정리되었다. 이를

총 97개의 내용이 나왔으며, 이것을 유사한 내용을

범주화하기 위하여 각각의 항목에 코딩기법을 적용

합치고 수정하여 최종적으로 75개의 의견을 취합하

하였다. 비슷한 내용을 합치고 수정한 결과, 아래

였다. 이 의견들은 크게 운영체제 및 제도와 상담내

표 2와 같이 최종 75개의 내용이 도출되었다. 구체

용 2영역으로 나뉘었으며, 하위 4영역으로 다시 나

적으로, 크게 운영체제 및 제도와 상담내용 2영역으

표 2.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영역
공․ 사적
상담서비스
기관의
전반적
운영 청소년
변화
체제 상담
(6)
및 시스템
제도 운영
공적
(46) (27)
서비스

내
y
y
y
y
y
y

y
y
y
상담체제의
y
변화
y
(12)
y

용

청소년 상담의 정체성 위기와 논의가 활성화
공적 서비스 및 전반적 상담 요구
공적 상담소 민영화, 새로운 민간 상담기관 증가
공적 서비스 전달체제 약화
사설 상담기관 간 혹은 상담전문가들 간의 경쟁이 심화
경제적 여유에 따른 유ㆍ무료상담기관 이용 차이
사설기관과는 차별화된 서비스 개발
전문가의 수나 규모에 따라 차별화
청소년 상담의 학문간 융합화 현상 발생
다학제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 접근 필요성 증가
소아청소년정신과, 사회복지, 상담 및 심리치료, 위기지원체제 등이 상호연계
상담과 복지부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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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내

용

y
y
y
y
y
y

‘상담’의 독립적인 학문적 위상 확보
서비스 대상이 개인보다 집단 및 기관차원으로 변화
직접개입보다는 의뢰하는 역할로 전환
지역 중심의 청소년 상담체제 및 시스템 연계 활성화
상담 제도와 행정의 체제화, 서비스 제공 부서 다양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전달체제 통합

y
y
y
y
y
y
y
y
y

서비스 방법의 다양화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확대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전문화
상담 및 교육의 시간대와 장소의 다양화
이동통신 및 컴퓨터를 통한 상담 증가
화상으로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이 이루어짐
사이버상담의 전문화
단기상담의 활성화
동물을 이용한 청소년 심리치료 확대

청소년
상담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 정부 정책
(10)
제도의
변화 전망
(10)

y
y
y
y
y
y
y
y
y
y

청소년상담 정책 지원 정부부처 변화
국가운영중심의 공적서비스가 지자체별로 특화
청소년상담 제공 주체와 기관의 책무성 기준 마련
상담성과에 대한 책임성 강조, 상담의 효과 검증
빈곤층 청소년을 위한 바우처 제도 확립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
비행청소년들의 부모교육 법제화와 의무화
아동청소년상담서비스 전달자의 준 사법적 결정권 취급
전문학교상담인력 정책 요구
전문상담교사 제도 활성화

상담 전문
인력
현황 및
변화
(5)

y
y
y
y
y

상담전문가의 사회적 위상 향상
상담인력의 질적 저하와 지위 약화
상담서비스 전문가 집단 간의 역할 갈등 과열화
사회복지사 등의 다양한 학문적 배경의 상담전문가 유입
청소년상담인력의 타 기관(교육부 및 법무부 산하기관)이동

서비스
전달
방법의
다양화
(9)

상담
전문
인력
(9)

청소년
상담서
상담
비스
내용
영역의
(29)
확장
(29)

y
전문상담인
y
력양성을
y
위한 교육
y
(4)

청소년상담사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변화
비형식적인 교육제도 확장
기존의 심리치료 중심 교육과정 퇴조
교육ㆍ특수교육ㆍ법적ㆍ약물에 대한 지식ㆍ구체적 사회기술교육 등의 다양한 교육과
정 대두

청소년
상담
영역의
확대(4)

y
y
y
y

청소년 상담 서비스 대상 다양화, 영역 확대
청소년상담의 대상 일반화, 대중화
청소년 대상 저연령화
건강하고 성숙된 인간에 대한 해석 변화

다양한
상담
영역에
대한 전망
(25)

y
y
y
y
y
y
y

정신병리, 자살, 우울, 약물의 전문적 개입 요구 증가
정서불안정, 주의산만, 충동성, 자살충동 등에 개입
자살예방과 관련된 상담 증가
청소년 비행문제가 심도 있게 다루어 짐
비행, 가출청소년 대상으로 집중적인 개입
청소년 교도상담 및 교화상담 확대
학교 폭력 및 성폭력 예방 대책 기능으로써 청소년 상담 기능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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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내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용

인터넷 중독과 관련 된 정신병리 문제 증가
인터넷 중독과 관련 된 다양한 개입이 이루어 짐
은둔형외톨이에 대한 다양한 개입이 이루어 짐
재난관련 상담수요 증가
다문화상담, 새터민, 조기유학생 상담, 저소득층 상담 등 소외계층 상담 활성화
맞벌이부부, 한부모 자녀, 조손가정, 이혼가정의 자녀에 대한 상담 증가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보편적 예방교육 필요성 증가
학교상담에 대한 요구 증가
학교 내 상담이 외부상담 전문가에게 개방
학업성과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 개입
진로상담에 대한 욕구 증가
상담활동이 청소년 인적자원개발의 한 영역으로 포함
내담자의 현실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노력 필요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조력방법 퇴조
인성 및 정서교육 혹은 상담프로그램 요구
예방 및 발달상담에 대한 수요 증가
여가지도 및 여가상담 증가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상담 증가

로 나뉘었으며, 운영체제 및 제도 영역 안에는 청소

내용’ 두 영역을 중심으로 각각의 하위 영역의 세

년상담 시스템 운영, 정책과 제도, 상담 전문 인력

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의 3개의 하위영역으로 나뉘었으며, 상담 내용에는
청소년 상담서비스 영역의 확장 1개의 하위영역으

1) 운영체제 및 제도

로 나왔다. 또한 이 영역들은 더욱 세밀하게 나뉘어

향후 15년간(2009-2024) 우리나라의 ‘공적서비스로

졌는데, 청소년상담 시스템 운영 안에는 공ㆍ사적

서의 청소년상담’ 전반에 걸쳐 ‘운영체제 및 제도’에

상담 서비스 기관의 전반적 변화, 공적 서비스 상담

서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최종

체제의 변화, 서비스 전달 방법의 다양화로 나뉘었

델파이 조사 응답의 세부내용은 아래 표 3과 같다.

으며, 정책과 제도 안에는 청소년 상담과 관련된 정
부 정책 제도의 변화 전망이 포함되었으며, 상담 전

(가) 공․사적 상담 서비스 기관의 전반적 변화

문 인력 안에는 상담 전문 인력 현황 및 변화, 전문

청소년상담 시스템 운영에서 공․사적 상담 서비

상담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이 포함되었다. 청소년 상

스 기관의 전반적 변화에 대한 전망으로는 공적서

담서비스 영역의 확장 안에는 청소년 상담 영역의

비스 및 전반적인 상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m

확대, 다양한 상담 영역에 대한 전망이 포함되었다.

= 4.45), 경제적인 여유에 따라 유ㆍ무료상담기관의
이용에 차이가 나타날 것을 예측하고 있어(m =

최종 델파이 분석 결과

4.50), 전반적 상담에 대한 요구증가와 공적기관과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여 최종 델

사적기관의 이용이 차별화될 것을 전망하고 있다.

파이 조사(3차)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 3과 같은

그 외에는 사설 상담기관 간 혹은 상담전문가들 간

양상이 나타났다. 크게 ‘운영체제 및 제도’와 ‘상담

의 경쟁이 심화될 것(m = 3.80)이라고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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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최종 델파이 조사 응답 세부내용: 상담내용
내

용

최빈치(%)

중앙치

평균

청소년 상담 서비스 대상 다양화, 영역 확대

4.00(55%)

4.00

4.35

청소년상담의 대상 일반화, 대중화

4.00(80%)

4.00

4.10

청소년 대상 저연령화

4.00(80%)

4.00

4.00

건강하고 성숙된 인간에 대한 해석 변화

4.00(70%)

4.00

4.10

정신병리, 자살, 우울, 약물의 전문적 개입 요구 증가

4.00(50%)

4.50

4.50

정서불안정, 주의산만, 충동성, 자살충동 등에 개입

4.00(55%)

4.00

4.35

자살예방과 관련된 상담 증가

5.00(50%)

4.50

4.45

청소년 비행문제가 심도 있게 다루어 짐

4.00(75%)

4.00

4.05

비행, 가출청소년 대상으로 집중적인 개입

4.00(75%)

4.00

4.05

청소년 교도상담 및 교화상담 확대

4.00(55%)

4.00

3.55

학교 폭력 및 성폭력 예방 대책 기능으로써 청소년 상담 기능 약화

2.00(65%)

2.00

2.30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정신병리 문제 증가

4.00(60%)

4.00

4.20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다양한 개입이 이루어 짐

4.00(60%)

4.00

4.20

은둔형외톨이에 대한 다양한 개입이 이루어 짐

4.00(80%)

4.00

3.95

재난관련 상담수요 증가

3.00(50%)

3.50

3.55

다문화상담, 새터민, 조기유학생 상담, 저소득층 상담 등 소외계층 상담 활성화

5.00(50%)

4.50

4.45

맞벌이부부, 한부모 자녀, 조손가정, 이혼가정의 자녀에 대한 상담 증가

5.00(55%)

5.00

4.50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보편적 예방교육 필요성 증가

4.00(55%)

4.00

4.35

학교상담에 대한 요구 증가

4.00(60%)

4.00

4.40

학교 내 상담이 외부상담 전문가에게 개방

4.00(55%)

4.00

4.05

(가) 청소년 상담 영역의 확대

(나) 다양한 상담 영역에 대한 전망
(1) 전문적인 개입

(2) 비행관련 영역

(3) 인터넷 중독 영역

(4) 은둔형외톨이에 대한 개입

(5) 다양한 상담 증가

(6) 학교상담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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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최빈치(%)

중앙치

평균

학업성과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 개입

4.00(80%)

4.00

3.85

진로상담에 대한 욕구 증가

4.00(55%)

4.00

4.00

상담활동이 청소년 인적자원개발의 한 영역으로 포함

4.00(75%)

4.00

3.95

내담자의 현실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노력 필요

4.00(60%)

4.00

3.80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조력방법 퇴조

2.00(60%)

2.00

2.30

인성 및 정서교육 혹은 상담프로그램 요구

4.00(65%)

4.00

3.85

예방 및 발달 상담에 대한 수요 증가

4.00(55%)

4.00

4.15

여가지도 및 여가상담 증가

4.00(50%)

3.50

3.30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상담 증가

3.00(50%)

3.00

3.25

(나) 공적 서비스 상담체제의 변화

비스의 확대(m = 4.05)와 찾아가는 상담서비스의

전문가들은 공적서비스 상담체제의 변화가운데

전문화(m = 3.90)가 예측되었으며, 상담 및 교육의

사설기관과는 차별화된 서비스가 개발될 것(m =

시간대와 장소의 다양화(m = 3.80), 서비스방법의

4.20)이라고 전망하였다. 또한 전문가들이 전망한 상

다양화(m = 4.00) 순으로 전망하였다. 마지막으로

담접근에의 변화로, 먼저 전문가들은 청소년 상담접

가장 일치되는 높은 의견 중 하나는 장기상담보다

근에 있어 다학제 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 접근의

는 단기상담이 활성화 될 것(m = 4.45)이라고 전망

필요성이 증가할 것(m = 4.55)이고, 청소년 상담의

으로 이는 국가예산의 한계라는 상황 하에서 공적

학문간 융합화 현상 발생(m = 4.20), 소아청소년정

서비스로서의 청소년상담의 효율적 개입이 이루어

신과, 사회복지, 상담 및 심리치료, 위기지원체제 등

져야함을 모두 동의하는 것이다.

(7) 학업과 진로상담 영역

(8) 기타 영역

이 상호연계 될 것(m = 4.25)이라고 전망하였다. 상
담체제의 변화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지역중심의

(라) 청소년 상담과 관련된 정부 정책 제도의 변

청소년 상담체제 및 시스템 연계가 활성화 될 것

화 전망

이라고 전망되었다(m = 4.00). 즉, 전문가들은 공적

전문가들이 가장 높은 동의를 보이는 의견 중 하

서비스 상담체제가 사설기관과는 차별화될 것이며,

나는 상담성과에 대한 책임성이 강조되고 상담의

다학제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지역중심의 시스템연

효과검증이 이루어질 것(m = 4.60)이며 청소년 상

계가 활성화될 것을 전망하고 있다.

담 제공 주체와 기관의 책무성의 기준이 마련될 것
(m = 4.25)이라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 상

(다) 서비스 전달 방법의 다양화

담과 관련된 정부 정책의 변화에서 국가운영중심의

전문가들은 공적 상담 서비스 전달 방법이 다양

공적서비스가 앞으로는 지자체별로 특화될 것(m =

해질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먼저 이동통신 및 컴퓨

4.05)과 복지적 정책의 일환으로 빈곤층 청소년을

터를 통한 상담의 증가(m = 4.00), 찾아가는 상담서

위한 바우처 제도가 확립될 것(m = 4.00)이라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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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되었으며, 비행청소년들의 부모교육이 법제화되고

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

의무화될 것(m = 3.85)이라고 전망되었다. 마지막으

년들의 정신병리, 우울, 약물의 전문적 개입(m =

로 전문가들은 앞으로 전문학교상담인력 정책이 요

4.50), 정서불안정, 주의산만, 충동성, 자살충동 등에

구되며(m = 4.05), 전문상담교사 제도가 활성화될

대한 개입(m = 4.35), 그리고 자살예방과 관련된 상

것(m = 4.00)이라고 전망하였다.

담(m = 4.45)의 요구 및 서비스가 증가될 것이라
전망하였다. 또한 전문가들은 앞으로 청소년 비행문

(마) 상담 전문 인력 현황 및 변화

제가 심도 있게 다루어질 것(m = 4.05)이며, 비행,

전문가들은 상담 전문 인력의 현황 및 변화에 대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해서 사회복지사 등의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지닌

것(m = 4.05)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인

상담전문가가 유입될 것(m = 4.00)이며, 상담전문가

터넷 중독과 관련된 정신병리 문제가 증가할 것(m

의 사회적 위상이 향상될 것(m = 3.75)이라고 전망

= 4.20)이며,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다양한 개입이

하였다.

이루어질 것(m = 4.20)이라고 전망하였다.
앞으로의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될 것으로 예견되

(바) 전문상담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는 다문화상담, 새터민, 조기유학생 상담, 저소득층

전문가들은 전문상담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에서는

상담 등 기존 상담 서비스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육ㆍ특수교육ㆍ법적ㆍ약물에 대한 지식ㆍ구체적

한 상담이 활성화될 것(m = 4.45)이며, 맞벌이 부

사회기술교육 등의 다양한 교육과정이 대두될 것(m

부, 한부모 자녀, 조손가정, 이혼가정의 자녀에 대한

= 4.10)이며, 청소년상담사 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이

상담이 증가할 것(m = 4.50)이라고 전망하였다.

변화될 것(m = 3.75)이라고 전망하였다.

그와 함께 학교상담 영역의 활성화에 대한 요구로
서, 전문가들은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보편적 예방

2) 상담내용

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할 것(m = 4.35)이며, 학교상

향후 15년간(2009-2024) 우리나라의 ‘공적서비스로

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것(4.40)이며, 학교 내 상

서의 청소년상담’ 전반에 걸쳐 ‘상담내용’에서 가장

담이 외부상담 전문가에게 개방될 것(m = 4.05)이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최종 델파이

라고 전망하였다. 학업과 진로상담 영역에 대한 상

조사 응답의 세부내용은 아래 표 4와 같다.

담 요구 증가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진로상담에
대한 욕구가 증가할 것(m = 4.00)이며, 학업성과와

(가) 청소년 상담 영역의 확대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개입할 것(m = 3.85)이며, 상

전문가들은 청소년 상담 영역의 확대에 대해서는

담활동이 청소년 인적자원개발의 한 영역으로 포함
될 것(m = 3.95)이라고 전망하였다.

청소년 상담 서비스 대상이 다양화되고, 영역이

전문가들은 앞으로 예방 및 발달상담에 대한 수요

확대될 것(m = 4.35)이며, 청소년상담의 대상이 일

가 증가할 것(m = 4.15)이며, 내담자의 현실적인 문

반화, 대중화될 것(m = 4.10)이라고 전망하였다.

제해결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며(m = 3.80), 인성 및
정서교육 혹은 상담프로그램이 요구될 것(m =

(나) 다양한 상담 영역에 대한 전망

3.85)이라고 전망하였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청소년 상담의 전문적인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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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최종 델파이 조사 응답 세부내용: 운영체제 및 제도
내

용

최빈치(%)

중앙치

평균

청소년 상담의 정체성 위기와 논의가 활성화

4.00(55%)

4.00

3.55

공적 서비스 및 전반적 상담 요구

5.00(50%)

4.50

4.45

공적 상담소 민영화, 새로운 민간 상담기관 증가

4.00(70%)

4.00

3.80

공적 서비스 전달체제 약화

3.00(50%)

3.00

2.70

사설 상담기관 간 혹은 상담전문가들 간의 경쟁 심화

4.00(80%)

4.00

3.80

경제적 여유에 따른 유ㆍ무료상담기관 이용 차이

4.00(50%)

4.50

4.50

사설기관과는 차별화된 서비스 개발

4.00(70%)

4.00

4.20

전문가의 수나 규모에 따라 차별화

4.00(80%)

4.00

3.70

청소년 상담의 학문간 융합화 현상 발생

4.00(60%)

4.00

4.20

다학제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 접근 필요성 증가

5.00(55%)

5.00

4.55

소아청소년정신과, 사회복지, 상담 및 심리치료, 위기지원체제 간 상호연계

4.00(65%)

4.00

4.25

상담과 복지부분 강화

4.00(85%)

4.00

3.80

‘상담’의 독립적인 학문적 위상 확보

4.00(40%)

4.00

3.80

서비스 대상이 개인보다 집단 및 기관차원으로 변화

4.00(40%)

3.00

3.15

직접개입보다는 의뢰하는 역할로 전환

4.00(40%)

3.50

3.40

지역 중심의 청소년 상담체제 및 시스템 연계 활성화

4.00(80%)

4.00

4.00

상담 제도와 행정의 체제화, 서비스 제공 부서 다양

4.00(60%)

4.00

3.85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전달체제 통합

4.00(65%)

4.00

3.75

서비스 방법의 다양화

4.00(70%)

4.00

4.00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확대

4.00(75%)

4.00

4.05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전문화

4.00(70%)

4.00

3.90

상담 및 교육의 시간대와 장소의 다양화

4.00(65%)

4.00

3.80

이동통신 및 컴퓨터를 통한 상담 증가

4.00(65%)

4.00

4.00

(가) 공․ 사적 상담 서비스 기관의 전반적 변화

(나) 공적 서비스 상담체제의 변화
(1) 차별화된 서비스

(2) 상담접근

(3) 상담체제의 변화

(다) 서비스 전달 방법의 다양화
(1) 서비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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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최빈치(%)

중앙치

평균

화상으로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이 이루어짐

4.00(45%)

4.00

3.50

사이버상담의 전문화

4.00(70%)

4.00

3.65

단기상담의 활성화

5.00(50%)

4.50

4.45

동물을 이용한 청소년 심리치료 확대

3.00(80%)

3.00

2.90

최빈치(%)

중앙치

평균

청소년상담 정책 지원 정부부처 변화

4.00(55%)

4.00

3.55

국가운영중심의 공적서비스가 지자체별로 특화

4.00(75%)

4.00

4.05

청소년상담 제공 주체와 기관의 책무성 기준 마련

4.00(65%)

4.00

4.25

상담성과에 대한 책임성 강조, 상담의 효과 검증

5.00(60%)

5.00

4.60

빈곤층 청소년을 위한 바우처 제도 확립

4.00(85%)

4.00

4.00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

4.00(50%)

4.00

3.50

비행청소년들의 부모교육 법제화와 의무화

4.00(65%)

4.00

3.85

청소년상담서비스 전달자의 준사법적 결정권 취급

3.00(45%)

3.00

3.10

전문학교상담인력 정책 요구

4.00(45%)

4.00

4.05

전문상담교사 제도 활성화

5.00(40%)

4.00

4.00

상담전문가의 사회적 위상 향상

4.00(65%)

4.00

3.75

상담인력의 질적 저하와 지위 약화

2.00(70%)

2.00

2.20

상담서비스 전문가 집단 간의 역할 갈등 과열화

3.00(50%)

3.00

3.35

사회복지사 등의 다양한 학문적 배경의 상담전문가 유입

4.00(90%)

4.00

4.00

청소년상담인력의 타 기관(교육부 및 법무부 산하기관)이동

3.00(55%)

3.00

3.15

청소년상담사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변화

4.00(65%)

4.00

3.75

비형식적인 교육제도 확장

3.00(50%)

3.00

3.15

기존의 심리치료 중심 교육과정 퇴조

4.00(60%)

4.00

3.35

특수교육,법률 및 약물관련 정보,구체적 사회기술 등의 다양한 교육과정 대두

4.00(80%)

4.00

4.10

(2) 사이버상담 전문화

(3) 전달방법 다양화

(라) 청소년 상담과 관련된 정부 정책의 제도의 변화 전망
(1) 청소년상담 담당부처 변화

(2) 상담의 책무성 강조

(3）복지적 정책

(4) 부모교육 법제화와 의무화

(5) 학교상담교사 제도

(마) 상담 전문 인력 현황 및 변화

(바) 전문상담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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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상담 영역의 확대에

논 의

서는 청소년 상담 서비스 대상이 다양화 되고, 영역
‘공적서비스 영역에서 청소년 상담의 미래 전망’

이 확대될 것이며, 둘째, 다양한 상담 영역에 대한

의 주요 이슈에 대한 전문가들의 동의여부와 의견

전망에서는 정신병리, 자살, 우울, 약물의 전문적 개

의 합의점을 찾고자 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것이며, 청소년 비행문제

다음과 같다.

가 심도 있게 다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리

먼저, ‘운영체제 및 제도’ 부분에서 전문가들의

고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정신병리 문제가 증가할

전망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ㆍ사적 상담 서비스

것이며, 은둔형외톨이에 대한 다양한 개입이 이루어

기관의 전반적인 변화에서는 공적서비스 및 전반적

지고, 다문화상담, 새터민, 조기유학생 상담, 저소측

인 상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것이며, 둘째, 공적

층 상담 등 소외계층의 상담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서비스 상담체제의 변화의 전망은 공적서비스 기관

전망하였다. 또한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보편적 예

은 사설기관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방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할 것이며, 진로상담에 대한

있으며, 다학제 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 접근의 필

욕구가 증가하고, 예방 및 발달 상담에 대한 수요도

요성이 증가하고, 지역 중심의 청소년 상담체제 및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시스템 연계가 활성화 되고, 상담 제도와 행정이 체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지니고

제화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도 다양화 될 것

있다. 첫째, 공적서비스로서 청소년상담의 기능과

이라고 전망하였다. 셋째, 서비스 전달 방법의 다양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화에서는 이동통신 및 컴퓨터를 통한 상담이 증가

있다. 또한 청소년 상담의 정체성 위기에 대한 우려

할 것이고, 사이버상담이 전문화되고, 단기상담이

의 목소리도 있으나, 청소년상담이 점차 더 전문화

활성화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넷째, 청소년 상담

되고 다양하고 대중적인 대상에게 활용될 것이라는

과 관련된 정부 정책 제도의 변화 전망에서는 국가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는 아마도 청소년상담지원센

운영중심의 공적서비스가 지자체별로 특화 될 것이

터를 중심으로 하는 공적 청소년상담기관 뿐아니라

며, 상담성과에 대한 책임성이 강조되고, 상담의 효

그동안 학교 내 존재해 오던 상담실 기능이 확대되

과가 검증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리고 빈곤층

고 강화되어 위클래스와 위센터가 전국적 규모로

청소년을 위한 바우처 제도가 확립될 것이며, 비행

설치･운영되기 시작한 것과도 관련될 것이다. 즉 청

청소년들의 부모교육이 법제화 되고 의무화 될 것

소년의 성장과 건강한 발달에 있어 상담의 중요성

이며, 전문상담교사 제도의 활성화와 전문학교상담

과 효과가 인정되고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시사된

인력에 대한 정책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

다. 이러한 전문성, 대중성, 일반화 및 기능의 확대

다. 다섯째, 상담 전문 인력 현황 및 변화에서는 사

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아마도 공적,

회복지사 등의 다양한 학문적 배경의 상담전문가가

사적서비스의 영역에서의 청소년상담의 역할을 좀

유입될 것이며, 여섯째, 전문상담인력양성을 위한

더 명확히 하고, 공적서비스 영역에서는 공적서비스

교육에서는 교육ㆍ특수교육ㆍ법적ㆍ약물에 대한 지

가 필요한 대상, 공적서비스에서 해야 할 기능을 명

식ㆍ구체적 사회기술교육 등의 다양한 교육과정이

확히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동시에 공적서비스로서

대두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자들의 전문성을 강

다음으로, ‘상담내용’ 부분에서 전문가들의 전망

화해야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이재창(1993)이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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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상담의 발전을 위해 전문가 자질향상의 중요성

2005년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시작한 청소년 사회

을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공적서비스와 사적

안전망 사업(CYS-Net)을 통해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서비스의 영역을 구분하는 한 가지 방법은 본 델파

중심으로 다양한 전문적, 일반적 지원을 통합적으로

이 조사결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경제적 여유에

제공하고, 특별지원 등의 경제적 지원까지 아우르는

의한 차이일 것이다. 즉,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경우

통합적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유료 상담기관을 이용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공적

공적 영역에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의 역

상담기관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는 경제적 취약성이

할이 사적 영역의 청소년상담사와는 달라야 함을

있는 집단을 공적 상담기관의 주대상으로 하는 방

의미한다. 즉 공적 영역내의 청소년상담사는 다양한

안인데, 이와 유사하게 본 델파이 조사결과에서 제

지원에 대해 파악하고 있고, 팀접근을 통한 개입이

시되었던 바와 같이 공적 영역에서는 다문화가정,

가능한 전문능력을 지녀야 할 것이다.

새터민가정, 저소득 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등

셋째, 공적서비스로서의 상담서비스에서는 비용과

에 대한 상담의 활성화하는 것이 한 가지 방안이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

될 것이다.

견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청소년 상담은

둘째, 본 델파이 조사에서는 공적서비스로서의 청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상담이나 화상상담, 단기상

소년상담의 방향에 대해서는 통합적인 상담, 다학제

담을 통해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혜

적인 접근, 팀접근 등의 통합적 서비스를 예측하고

택을 줄 수 있는 단기상담을 강화하고, 청소년들이

있으며, 이를 위한 사회연계망 체제에 동의하고 있

접근하기 쉽고 공간적ㆍ시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청

다. 즉, 국가 차원의 공적서비스에서 제공할 수 있

소년들에게 친근하면서 집약적인 상담서비스를 제

는 상담서비스는 사적서비스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공할 있는 다양한 매체상담이 중요시 될 것임을 강

다양한 사회적 인프라를 동시에 제공하는 역할을

조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과 모바일 등의 매체의 영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어, 경제적 지원뿐아니라 다

향력이 점차 커짐에 따라 당연한 예측일 것으로 보

양한 교육, 기회,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서비스 효

여지며, 실제로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Beating the

과를 상승시킴으로서 청소년 개개인뿐 아니라 그

Blues(www.beatingtheblues.co.uk) 등과 같은 검증된 온

지역사회 또한 그에 대한 전반적 혜택이 돌아갈 수

라인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다.

있는 상담체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넷째, 상담의 효과성 검증 및 책무성이 강조되었

이는 또한 앞으로 공적서비스로서의 상담서비스는

다. 공적서비스에서의 상담은 특히 그 효과를 검증

지역적 특성과 기관의 특성을 잘 드러내고 지역의

하고 상담의 책무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어려움과 기관의 장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

예산의 낭비를 막고, 나아가 청소년에게 더욱 효과

로 나아가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많은

이와 같은 다학제적인 접근에 대해서는 금명자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이것은 또한 상담이라는

등(2000)이 청소년 상담에서의 전문가 팀접근을 강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도 상담의 효과가

조하였으며, 정신건강 영역에서 정신과의사, 심리학

‘인증’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자,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뿐아니라 교사 및 다른

이를 통해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동시에 양질의 서

영역의 전문가들을 한 팀으로 구성하여 청소년을

비스 제공을 한다는 두 가지 목적을 다 이룰 수 있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이미 강조해왔다. 또한

을 것으로 보여 진다. 이는 매우 중요한 측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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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지는데, 실제로 미국에서는 the National Registry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청소년상담자들은 청소

of

Practices(NREPP,

년복지법과 청소년관련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복지

www.nrepp.samhsa.gov) 등과 같은 기관을 통해 효과

적 지원, 학업지원, 일상생활 지원 등의 다양한 지

가 검증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이의 사용을 권장

원에 대해 능숙하게 숙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비용

하고 있다. 국가의 예산낭비를 막으면서도 질적으로

대비 효율성을 고려한 단기상담에 적합한 상담사를

보장된 공적상담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우리나

양성하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

라에서도 효과가 검증된 프로그램을 등록하고, 이의

인다.

Evidence-based

Programs

and

사용을 권장하는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
러나 앞에서 언급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은 자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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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uture outlook for youth counseling in the public services sector: A
Delphi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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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a future outlook for youth counseling in the Korean public sector. The Delphi
method was employed to predict the target population, method of delivery, and service systems for youth counseling as a
public service.

Fifty academic and field experts in youth counseling were initially requested to describe ‘the future

outlook for youth counseling as a public service,’ among whom 20 experts completed the second and third Delphi survey
rounds.

Results have been derived from the responses of those 20 experts.

‘The management systems and strategies’

aspect of the overall outlook involved an increased demand for counseling as a public service, the need for development of
services differentiated from those of private institutions, an increase in multidisciplinary expert team approaches, stimulation
of localized counseling services and systems networking, growth in online and mobile communications counseling services,
furtherance of short-term and online counseling experts training, specialization by local governments, establishment of
voucher plans for the low-income groups, emphases on the effectiveness and liability of the counseling services. The ‘target
population and contents of counseling services’ aspect of future outlook involved diversification and expansion of the target
population of public youth counseling services, an increased need for specialized interventions for psychopathological
problems such as depression and suicide, the need for multiple intervention methods for adolescent delinquency, internet
addiction, and acute social withdrawal, advancement in counseling services for the multicultural, low-income, or
underprivileged groups, a rise in the demand for universal school-based prevention programs, and an increased need for
career counseling services.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re discussed.
Keywords: Future outlook on youth counseling, public services sector, Delphi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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