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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국의 청소년상담사를 대상으로 청소년상담사의 개인 및 직무환경의 특성에 따른 상담자 소진의
차이를 살펴보고 청소년상담사의 소진 예방과 해결을 위한 대안 모색의 방향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
구 대상은 2010년까지 국가자격증인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전국 4,070명 중 상담자 소진(CBI) 설문
지에 응답한 925명으로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청소년상담사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상담
자 소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은 여성, 연령은 20∼29세, 자격등급은 3급, 최종학력은 전문학사 혹은
학사재학 중인 청소년상담가의 경우가 높은 소진을 보였다. 둘째, 청소년상담사의 직무 환경적 특성에 따른
상담자 소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근무형태는 전일제 계약직, 소속 기관 내 주 역할은 상담관리직과 사회
복지사, 행정지원 업무, 주 내담자 연령은 중학생의 경우 높은 소진을 보였으나, 청소년상담사 자신의 슈퍼
비전 경험 유무는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셋째, 청소년상담사 특성에 따른 소진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성별과 신체적 피로감과 무능감 및 비협조적 직무환경, 상담자 연령과 사생활 악화, 자격등급과 무능감, 최
종학력과 사생활 악화, 주 역할과 무능감, 슈퍼비전 유무와 무능감에서 정적(+) 상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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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위기 청소년의 증가는 우리 사회의 커다란

안희정, 조은경(2000)은 국내의 여러 자격제도를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과

분석하고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구체적인 시행방

개입에 대한 시스템적 체계 구축을 통한 청소년의

안을 도출하였다. 그 후 황순길, 주영아, 김인규, 김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울 인적 자원 확보가 시급

태선, 서영석(2004)은 2003년에 출범한 청소년상담

한 실정이다(이영순, 김은정, 천성문, 2009; 오경자,

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발전을 모색하

2007). 청소년기의 문제 행동 발생은 그 자체로 사회

기 위하여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런

적 비용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조기에 개입·중재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는 청소

되지 못한 경우 청소년기의 문제행동들이 성인기로

년상담사의 각 급별 핵심역량을 도출하는 연구를 진

이어져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양재원,

행하였고(양미진, 이소엽, 임영선, 채민정, 2010) 이

배주미, 강석영, 박용두, 송미경, 2010; Cohen, 1998;

는 청소년상담사의 효율적인 보수교육체계 구축과

Zigler, Taussing, & Black, 1992). 청소년에 대한 서

효과적 운영의 기틀을 만들었다. 한국청소년상담원

비스 중 상담의 사회적 역할이 국가적으로 중요하게

에서는 2006년을 시작으로 2008년, 2011년 지속적

인식되면서 1991년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한 청소년상

인 청소년상담사의 인력현황을 조사하여 청소년상담

담사 자격제도가 시작되었고, 2003년 상담분야 최초

사의 현황 및 직무 변동추이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국가자격인 ‘청소년상담사’제도 시행, 2005년 전

청소년 정책을 수행할 전문가 양성과 운영계획을 세

국 청소년상담 지원센터 개설 등이 이루어졌다. 청

우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상담사에 관한 연구는 대

소년의 심리·정서적 발달 및 안정을 위해 전문가

부분 제도적 활성화 및 현황 분석에 국한되어 진행

양성 및 배치의 목적으로 2003년 시행된 ‘청소년상

되었기 때문에 청소년상담사 개인별 특성이나 상담

담사’ 자격제도를 통해 2003년부터 2011년까지 9년

영역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요인 간의 연구는 미비한

동안 4,805명의 상담 전문가가 배출되었고(이창호,

것으로 나타나 보다 효과적인 청소년상담사의 상담

이소엽, 조수연, 2011), 청소년상담사는 한국 상담

역량 개발을 위해 다양한 요인에 대한 구체적 연구

역사와 비교하면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청소년상담

가 필요 하다(이창호, 이소엽, 조수연, 2011).

현장, 정부의 정책 수립과 수행의 위치에서 청소년

상담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내담자가 긍정적으

상담의 전문가로 인정받게 되었다. 청소년상담사의

로 변화하는 데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요성은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지역별 청소년상담

은 상담이론이나 기법이 아니라 상담자 자신이다

지원센터 등의 공공상담기관뿐만 아니라 학교와 교

(Skovholt, 2001). 상담자는 상담의 성과에 강력한 영

육청, 경찰청, 통일부, 국방부 등에서 청소년상담사

향을 미치는 주요한 도구로서 내담자에 대한 지속적

에 대한 채용과 우대시책이 시행되고 있음에서도 입

인 공감과 수용, 인내심, 감수성을 토대로 일방적으

증되고 있다.

로 내담자를 배려하고 보살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

청소년상담사에 대한 연구는 1991년 법령 제정

다(Corey, 1996). 이처럼 상담관계는 이타적 속성으

이후 오익수, 이명선, 남상인(1994)이 청소년상담인

로서의 직업적 특성 때문에 상담이란 ‘자신을 녹초

력 개발의 정책적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구본용

로 만들면서 요구되는 많은 것이 많은 직업’으로

(1998)의 ‘청소년기본법에서의 청소년상담원 양성

간주되는데(Norcross, 2000), 실제 상담자에게 가벼운

제도 개선에 관한 일 연구’에서 실제 제도가 시행할

우울, 불안, 피로 같은 증상이 많이 나타난다. 상담

수 있도록 법령상의 구체적인 기틀이 마련되었다.

사 혹은 사회복지사 및 교사와 같은 조력적 직업종

또한, 박재황, 이숙영(1999)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

사자들(helping professionals)이 심리적으로 소진(消

정제도의 기초 안을 제안하였으며, 황순길, 이창호,

盡)될 확률이 높음은 몇몇 경험연구들(Delia &

- 18 -

청소년상담사 개인 및 직무환경특성에 따른 소진 차이

Patrick, 1996; Maslach & Jackson, 1986)을 통해 증

대한 개인 성취감 저하를 경험하게 된다(Cordes &

명되었다(유정이, 박성호, 유성경, 2003).

Dougherty, 1993). 나아가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

직무상의 소진은 근로자의 심리적 및 육체적 건

기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며, 직무를 수행

강과 직무수행 능력에 위협요소로서 영향을 미칠 뿐

하기 위한 능력이 없다고 느끼게 된다(Lee &

만 아니라 이직 및 결근율, 성과감소, 사회적 비용

Ashforth, 1996). 이와 더불어 상담자의 소진은 내담

등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검증되었

자가 치료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끔 하며, 직간접적

다(Schaufeli & Enzmann, 1998; Shirom, Melamed,

으로 상담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Toker, Berliner, & Shapira, 2005). 소진과 관련하

나타나고 있다(McCarthy & Frieze, 1999; Vocisano

여 상담자가 자신의 정신건강에 소홀하게 된다면 효

et al., 2004). 그러나 상담 현장에서 상담자가 소진

율적인 상담자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여 내담자에

을 경험하는 것은 상담자로서의 미숙함과 훈련의 부

대한 공감, 존중, 긍정적 느낌의 결여 등이 상담회기

적절성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어, 상담자는

내에 나타날 수도 있고 일상생활에서도 소진을 경험

자신이 겪는 소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등 소

할 확률이 높아진다(윤아랑, 정남운, 2011; Maslach

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 있다(홍준호, 2004;

& Jackson, 1986). 청소년상담사도 이직의 주요 요

윤아랑, 정남운, 2011). 또한, 소진은 다른 급성증상

인으로 소진이 보고되고 있는데(Geurts, Schaufeli,

들과 달리 오랫동안 누적된 여러 가지 스트레스 등

& De jonge, 1998; Mor Barak, Nissly, & Levin,

으로 인하여 서서히 나타나는 만성적 현상이어서 적

2001), 실제로 2007년 상반기 동안 청소년동반자

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윤아랑, 정남

프로그램에서 활동하였던 488명 중 퇴직자 수가

운, 2011). 그래서 한국은 상담자의 소진에 대한 연

104명, 21.3%에 이르며, 같은 기간에 새롭게 채용된

구를 2002년 최윤미, 양난미, 이지연이 대학 상담실

상담자의 수가 288명, 58.2%에 이를 정도로 잦은

근무자 46명을 대상으로 소진내용을 질적분석하여

이직이 나타나고 있으며 소진이 주요 요인으로 보고

보고하는 등 2000년대 들어와서야 시작되어 현재까

되어왔다(양재원 외, 2010). 따라서 소진을 방지하

지 간헐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는 것은 공동체와 사회에 대한 전문적, 과학적 책임

Maslach(2001)은 과거 25년간의 소진에 대한 연구

을 자각하는데 기여하며(금명자, 2008), 청소년상담

를 검토하여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크게

사가 자신의 역량을 십분 발휘할 수 있게 한다. 이를

개인적 요인과 상황적 요인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위해 소진의 원인과 정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 요인은 인구 사회학적 특성, 성격 특성, 일에

Maslash(1982)는 소진이란 정서적 고갈, 비인격화

임하는 자세를 포함한다. 상황적 특성은 일 자체의

(depersonalization), 개인 성취감의 감소를 특징으로

특성, 직업특성, 조직과정과 구조를 포함한다. 개인

하는 대인관련 서비스를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현상

적 특성 중 연령, 성, 교육수준, 경력이 중요한 영향

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정서고갈은 타인과의 과도한

력 있는 변수로 알려졌다(황선영, 박경숙, 2007). 연

접촉 때문에 정서적으로 고갈된 상태로(이지영, 지

령이 많을수록, 미혼보다는 기혼이 좀 더 소진에 강

진호, 2007; 이재곤, 김수연, 2008; Cordes &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력이 쌓일수록 소진이 덜

Dougherty, 1993)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과다한 업

되는 특성도 발견되었다(최혜영, 1994; 최혜윤, 정남

무에 대체하는 기제로 일로부터 정서적으로나 인지

운, 2003; Maslash, Schaufeli, & Leiter, 2001). 약 20

적으로 거리를 두게 한다(Maslach, 2003). 정서고갈

년간 미국 상담자의 소진에 대한 연구를 메타 분석

과, 비인간화를 경험하면 개인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한 결과에서도 소진과 관련된 변수 들 중 연령이 가

시간과 에너지를 적게 투입하게 되며, 직업생활에

장 크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Im, Kim,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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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g, & Lee, 2010). 또한, 상담자 발달 초기단계에

충분하지 못한 청소년상담사는 현장에 대한 실습경

서 자기관리 능력의 부족 때문에 소진을 더 잘 느낀

험이 부족하여 상황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경우가

다고 한다(박정해, 2006). 그러나 이런 개인적 요인

많다(이창호, 이소엽, 조수연, 2011). 이런 이론과 현

은 소진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유의하지 않으므로

장의 차이는 청소년상담사에게 당혹감과 함께 자신

(최혜윤, 정남운, 2003) 다른 요인들을 더 중시할 필

의 업무를 잘 수행하지 못한다는 무력감을 경험하게

요가 있다(윤아랑, 정남운, 2011). 이러한 연구자들의

된다. 적절한 개입 없이 지속된 무력감은 이직과 소

의견은 다양한 연구에서 증명되었는데, 이재곤과 김

진의 원인이 되며 이는 현장의 노하우가 축적되는

수연(2008)의 연구에서는 업무 관련 소진을 높이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이런 현재 상황이 청소년

선행 변수로서 역할 갈등, 역할 모호성, 역할 과다와

상담사가 소진되기 쉬운 상황들을 만들고 있다.

같은 역할 스트레스 요인을 제시 하였다. 또한, 미국

따라서 더욱 효과적인 상담서비스의 제공과 상담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진 연구 결과 주요 소진

자 소진예방을 위하여 직무환경 특성과 소진과의 사

과잉간섭’,

이에서 청소년상담사들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보다

‘통제’, ‘직업 정체성’이 소진과 관련 있는 것

구체적인 어려움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으로 나타났다(Lee, Im, Kim, Yang, & Lee, 2011).

연구는 전국의 청소년상담사를 대상으로 청소년상담

특히 상황적 요인 중 조직과 관련된 요인이 상담과

사의 개인 및 직무환경 특성에 따른 상담자 소진을

관련한 영역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단순

살펴보고, 청소년상담사의 소진예방과 해결을 위한

히 상담자의 소진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결국

대안 모색의 방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의

범주에

대해

‘직업

스트레스와

조직 요소 때문에 발생한 상담자의 소진은 내담자의
상담 만족도나 상담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

방 법

이다(Jimmieson & Griffin, 1998; Yoo & Brooks,

2005).
연구 대상

최근 청소년상담에 대한 현장 요구가 커짐에 따
라 정부에서는 2005년 지역 청소년 상담센터를 중심
으로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CYS-Net)을 구축하였

본 연구는 2010년까지 청소년상담사 자격을 취득

다. 센터에는 기존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지원

한 4,070명 전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및 전화설문을

활동을 전개하면서, 새로운 역할 변화에 따라 상담

진행하였다. 1차 설문 진행으로 개인 이메일과 청소

자에게 더 다양한 역할을 청소년상담사에게 요구하

년상담사 홈페이지(www.youthcounselor.or.kr)를 활

였다. 이로 인해 대부분 청소년상담사는 상담업무

용 하여 설문지 배포 및 수집을 하였고, 2차 추가진

이외에 아웃리치, 위기청소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행으로 미 응답자 및 이메일 반송 대상자에 한하여

기관연계, 법률적 지원 등의 다양한 업무 부담을 하

전화설문을 진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을 응

게 되었다(김현미, 최인화, 권현용, 2010). 또한, 이런

답한 2,013명의 데이터 중 상담 경험이 있고, 상담

사회적 요구에 의해 청소년 상담 관련 전공자의 수

자 소진척도(CBI)를 응답한 925명을 대상으로 결과

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졸업 이후에 청소년상

분석을 하였다.

담 현장에서 바로 투입되고 있다. 2011년 청소년상
담사 인력현황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상담경력이 2~5

측정도구

년 되는 청소년상담사가 전체의 32.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처럼 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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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에 따른 소진의 차이를 측정하기 위해 청소년

누어질 수 있다. 첫째,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청

상담사 기초 조사 및 소진에 관한 질문지를 실시하

소년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4,070명을 대상으로

였다.

상담자소진척도(Counselor

Burnout

Inventory:

CBI)를 실시하였고 응답자 925명을 추출하였다. 둘
청소년상담사 개인 및 직무환경특성 기초조사

째, 추출된 대상의 자료 분석을 통한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상담사의 개인 및 직무환경 특성을 확인하

직무환경특성에 따른 소진을 도출하였다.

기 위하여 기초조사를 시행하였다. 문항에 구성된

자료처리 및 분석을 위하여 SPSS 18.0 (Statistical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적 특성으로 1) 성별, 2)

Package for Social Science)을 사용하였다. 연구문제

연령, 3) 상담경력, 4) 자격등급, 5) 최종학력이었으

를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자에 대한 기술통계 및

며, 직무 환경적 특성으로 1) 근무형태, 2) 소속기관,

상관관계검증, 범주화 등을 실시하였다.

3) 소속 기관 내 주 역할, 4) 주 내담자 연령, 5) 슈
퍼비전 경험 유무, 6) 슈퍼비전 주기, 7) 기타 상담

결 과

회기 중 겪는 어려움 등이었다.
상담자소진척도(CBI)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먼저 다중공선성 분석을

본 연구를 위해 상담자소진척도(Counselor Burnout

수행한 결과 전체 변인에 대한 VIF값은 모두 10 미

Inventory; Lee et al., 2007)가 사용되었다. 본 척도

만으로 확인되었고, 따라서 연구문제에 따른 주요

는 상담자의 소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개

변인 별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소진의

발된 척도로 Yu(2007)에 의해 한국어로 번역되었으

내용적 측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변인 별 설문

며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된 척도지다. CBI는 상담

에 보고한 청소년상담사가 회기 중 겪는 어려움 내

자의 직무 소진에 대한 조직의 요인을 척도에 포함

용을 범주화 하여 정리하였다.

시켰기 때문에 개인-조직 역동을 통합하여 살펴보는
것이 가능하다(윤아랑, 정남운, 2011). CBI는 총 20개

청소년상담사 소진과 개인 특성

의 자기보고식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연구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은 표 1과 같은 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

를 얻었는데, 88.9%에 달하는 청소년상담사가 여성

까지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CBI의 문

이었으며, 30세∼39세 연령이 40.4%를 차지하는 것

항들은 직무소진의 다양한 수준을 보여주는 감정과

으로 나타났다. 상담경력은 3~5년이 35.8%로 가장

행동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신체적 피로감’,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자격등급은 3급 청소년상담

‘무능감’,

사가 약 57.7%, 최종 학력은 석사 취득자가 약

‘비협조적

직무환경’,

‘내담자

가치

저하’, ‘사생활 악화’의 총 5개의 하위척도로 구

39.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성되어 있다. Lee와 그의 동료들(2007)은 다섯 개의

성별에 따른 소진은 표 2와 같다. 남성보다 여성

하위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가 .73에서

의 소진 전체 평균이 높게 나왔으며, 여성과 남성

.85의 범위에 있다고 보고하였다.

청소년상담사 모두 ‘무능감’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하위 요소보다 높은 소진을 경험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청소년상담사들은 상담

연구 절차 및 분석 방법

회기 중 겪는 어려움의 내용으로 ‘상담업무 이외의
본 연구의 연구절차는 크게 두 단계의 절차로 나

행정 및 교육에 대한 과중한 업무’, ‘업무 시간 이외

- 21 -

양미진․조수연․이소엽

표 1. 연구대상자의 개인 특성
특성
성별
연령

상담경력

구분

인 원(명)

%

여
남
20세∼29세
30세∼39세
40세 이상
3년미만

822
103
255
374
296
276

88.9
11.1
27.6
40.4
32.0
29.9

3∼5년

331

35.8

6∼8년

149

16.1

9년이상

169

18.3

특성
자격등급

최종학력

구분

인 원(명)

%

1급
2급
3급
전문학사
학사재학
학사
석사재학
석사
박사재학
박사

70
321
534
2
4
206
179
366
122
46

7.6
34.7
57.7
0.2
0.4
22.3
19.4
39.6
13.2
5.0

표 2. 성별에 따른 소진 (N=925)
여성(N=822)

남성(N=103)

M(SD)

M(SD)

신체적 피로감

10.34(2.92)

9.48(2.48)

무능감

10.97(3.02)

9.73(2.26)

비협조적 직무환경

10.12(3.19)

9.29(2.67)

내담자 가치저하

8.49(2.88)

8.77(2.21)

사생활 악화

9.78(3.10)

9.37(2.45)

심리적 소진 전체

49.70(11.17)

46.63(8.77)

성별
상담자 소진

의 상담으로 인한 사생활 악화’, ‘비협조적 근무환

인 태도’, ‘부모의 비협조성’, ‘낮은 임금과 열악한

경’, ‘전문지식의 부족’, ‘부모 및 내담자의 비자발적

상담자 처우’, ‘슈퍼바이저의 부재’ 등을 보였고, 40

태도’ 등을 보고하였다.

세 이상의 청소년상담사는 ‘과도한 업무 및 시간 외

연령에 따른 상담자 소진은 표 3과 같다. 심리적

근무로 인한 소진’, ‘제한된 상담 회기‘로 인해 어려

소진 전체 결과로 20~29세의 청소년상담사 소진

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어려움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연령에서 ‘무능

은 소진의 하위 요소와 내용적 측면에서 유사한 부

감’ 하위 요인이 가장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40세

분을 보였다.

이상 청소년상담사의 경우 다른 연령에 비해 ‘사생

상담경력에 따른 소진은 표 4와 같다. 3년 미만의

활 악화’ 영역도 상대적으로 높은 소진을 경험하는

상담경력을 가진 청소년상담사가 심리적 소진 전체

것으로 확인 되었다. 청소년상담사 연령에 따른 상

평균이 제일 높게 나왔다. 상담경력이 3년 미만인

담 회기 중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을 분석한 결과

경우와 3~5년 사이, 6~8년의 상담경력을 가진 청소

20∼29세 청소년상담사는 ‘전문성의 부족’, ‘상담자

년상담사의 소진 중 ‘무능감’ 하위요인에서 상대

나이에 대한 부모의 신뢰 부족’, ‘상담 사례별 대처

적으로 가장 높은 소진을 보였으며, 9년 이상의 상

방법의 미숙’ 등 주로 무능감과 연결되는 구체적 어

담경력이 있는 청소년상담사의 경우 ‘신체적 피로

려움을 보고하였고, 30∼39세의 청소년상담사는 ‘고

감’ 하위요인에서 높은 소진을 나타냈다. 특히 9년

정적 상담시간 확보의 어려움’, ‘내담자의 비협조적

이상의 상담경력을 갖고 있는 청소년상담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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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령에 따른 소진 (N=925)
20∼29세(N=255)

30∼39세(N=374)

40세 이상(N=296)

M(SD)

M(SD)

M(SD)

신체적 피로감

10.57(2.87)

10.26(2.91)

9.94(2.84)

연령
상담자 소진
무능감

11.60(2.92)

10.65(3.30)

10.40(2.39)

비협조적 직무환경

9.79(3.27)

10.20(3.13)

10.02(3.04)

내담자 가치저하

8.81(2.83)

8.62(3.16)

8.14(2.23)

사생활 악화

9.38(2.98)

9.76(3.02)

10.02(3.09)

심리적 소진 전체

50.15(11.37)

49.48(11.25)

48.52(10.22)

표 4. 상담경력에 따른 소진 (N=925)
상담경력

3년 미만(N=276)

상담자 소진

3∼5년(N=331)

6∼8년(N=149)

9년 이상(N=169)

M(SD)

M(SD)

M(SD)

M(SD)

신체적 피로감

9.90(3.25)

10.35(2.56)

10.21(2.96)

10.21(2.96)

무능감

11.45(5.23)

10.84(2.38)

10.50(2.73)

9.74(2.54)

비협조적 직무환경

9.38(3.43)

10.06(3.01)

10.26(3.32)

10.14(3.29)

내담자 가치저하

8.35(3.31)

8.56(2.43)

8.43(2.42)

8.34(2.21)

사생활 악화

9.12(3.11)

9.56(2.82)

9.89(3.09)

10.04(3.18)

심리적 소진 전체

48.20(11.40)

49.37(9.53)

49.28(11.17)

48.46(10.96)

표 5. 자격등급에 따른 소진 (N=925)
자격등급
상담자 소진

1급(N=70)

2급(N=321)

3급(N=534)

M(SD)

M(SD)

M(SD)

신체적 피로감

10.10(3.06)

10.19(2.72)

10.29(2.96)

무능감

9.69(2.52)

10.52(3.35)

11.17(2.71)

비협조적 직무환경

10.43(3.57)

10.27(3.20)

9.83(3.04)

내담자 가치저하

8.19(2.33)

8.45(2.23)

8.61(3.16)

사생활 악화

10.07(3.06)

9.69(2.99)

9.72(3.07)

심리적 소진 전체

48.47(11.74)

49.12(10.63)

49.62(11.08)

회기 중 겪는 어려움으로 ‘과도한 업무로 인한 상담

담사의 경우 ‘비협조적 직무환경’영역에서 가장 높은

자 체력 저하’, ‘상담 업무 이외의 기관 및 조직 운영

소진을 보였다.

에 따른 만성적 피로’등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특히 상담자 소진 중 무능감을 높게 경험하고 있

자격등급에 따른 상담자 소진은 표 5와 같다. 3

는 청소년상담사는 상담경력과 자격등급에 따라 무

급 청소년상담사의 소진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

능감의 원인에서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상담 회기

며, 소진의 하위요인별 특성을 확인 한 결과 2급과

중 겪는 어려움에 대해 분석한 결과 9년 이상의 상

3급 청소년상담사의 경우 ‘무능감’영역에서 상대적

담 경력을 갖고 있는 청소년상담사와 1급 청소년상

으로 가장 높은 소진을 보였다. 반면 1급 청소년상

담사의 경우 ‘비자발적 내담자의 상담 성과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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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최종학력에 따른 소진(N=925)
학사(N=212)

석사재학(N=179)

석사(N=366)

박사재학(N=122)

박사(N=46)

M(SD)

M(SD)

M(SD)

M(SD)

M(SD)

신체적 피로감

11.05(3.75)

10.06(2.85)

10.59(2.83)

10.46(2.91)

9.09(3.09)

무능감

12.42(1.82)

11.03(2.83)

10.91(3.26)

10.25(2.50)

8.89(2.67)

비협조적 직무환경

11.19(2.79)

9.79(3.24)

10.35(3.18)

10.49(3.31)

9.04(3.21)

내담자 가치저하

8.55(1.88)

8.59(4.09)

8.63(2.39)

8.46(2.28)

7.96(2.38)

사생활 악화

10.92(3.88)

9.60(3.02)

9.80(3.09)

10.52(2.96)

9.57(3.37)

심리적 소진 전체

54.13(10.13)

49.06(11.80)

50.28(10.85)

50.18(10.59)

44.54(12.40)

최종학력
상담자 소진

체’ 및 ‘열악한 내담자에 대한 자원 연계의 한

자의 역전이’, ‘자신의 전문성에 대한 불안’ 등을 나

계’로 인한 무능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타냈다.

반면 2급 청소년상담사는 ‘슈퍼비전의 부족’, ‘부모상
담 연계의 어려움’, ‘비자발적 내담자’, ‘이중 업무로

청소년상담사 소진과 직무 환경적 특성

인한 상담 준비시간 부족’을 들었고, 3년 미만의 상담

연구 대상자의 직무 환경적 특성에서 근무형태로

경력을 갖고 있는 청소년상담사와 3급 청소년상담사

는 정규직이 39.7%로 가장 많았으며, 소속기간은

는 ‘사례개념화’, ‘상담 진행 방향 및 목표설정’, ‘슈퍼

아동·청소년 상담센터에 30.9%가 근무하여 가장 많

비전의 부족’, ‘현실적 대안에 대해 상담자의 인식 부

은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 기

족’, ‘위기 사례에 대한 대처방안 부재’ 등으로 인한

관에서 주 역할은 상담직이 46.4%로 가장 높고 그

무능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교사가 12.6%로 높게 나타났다. 내담자의

최종학력에 따른 상담자 소진은 표 6과 같다. 상

연령은 중학생이 42.5%로 나타났다. 슈퍼비전 경험

담자 소진 하위 요소 중 모든 학력에서 내담자 가치

은 응답자의 약 70% 청소년상담사가 경험이 있는

저하가 가장 낮은 소진을 나타냈다. 학사 학위와 석

것으로 나타났는데, 슈퍼비전의 주기는 개인마다 차

사재학, 석사 학위는 무능감에서 가장 높은 소진을

이를 보였고, 한 달에 한 번 슈퍼비전을 받는 다는

보였으나 박사재학과 박사 학위는 사생활 악화에서

응답이 1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장 높은 소진을 보였다. 최종학력에 따른 상담 회

근무형태에 따른 상담자 소진은 표 8과 같다. 계

기 중 겪는 어려움을 분석한 결과 박사 재학 및 박

약직(전일제)의 심리 소진 전체 평균이 50.50으로

사 학위의 청소년상담사들은 ‘내담자 현실적 상황의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모든 근무형태의 청소년

어려움으로 인한 상담의 한계’. ‘기관 내 보직으로 인

상담사가 상담자 소진 하위 요소 중 무능감에서 가

한 잦은 회의 및 출장으로 상담 진행의 어려움’, ‘개

장 높은 소진을 보였다. 정규직과 전일제 계약직 형

인 시간 확보의 어려움에 오는 상담 회기의 부정적

태로 근무하는 청소년상담사는 상담 회기 중 겪는

영향’ 등을 호소하였고, 석사 재학 및 석사의 최종학

어려움으로 ‘과도한 업무에 따른 사생활의 지장’,

력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상담사는 ‘과도한 업무’, ‘슈

‘업무량을 고려하지 않는 많은 사례 배정’, ‘전문적

퍼비전의 부족’, ‘상담 전문성 향상 기회의 부족으로

상담을 위한 교육 및 슈퍼비전의 부족’, ‘부모상담

인한 자신감 결여’, ‘내담자의 비자발성’ 등으로 인해

진행의 어려움’, ‘상담자 자신에 대한 처우 및 소진

어려움을 보였고, 학사 이하의 최종학력인 청소년상

으로 인한 상담 진행의 부정적 영향’ 등을 경험하는

담사는 ‘상담 기법 및 접근에 대한 정보 부족’, ‘상담

것으로 보고 하였다. 또한, 시간제 계약직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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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연구대상자의 직무 환경적 특성
특성

구 분

근무형태

인 원(명)

특성

%

정규직

367

39.7

계약직전일제

276

29.8

계약직시간제

140

아르바이트

10

구 분

인 원(명)

%

상담직

429

46.4

연구직

11

1.2

상담관리직팀장

97

10.5

15.1

교사

117

12.6

1.1

교수

28

3.0

임상심리사

27

2.9

자원봉사

30

3.2

공무원

18

1.9

기타

43

4.6

행정직

25

2.7

없음

59

6.4

사회복지사

53

5.7

조교

6

0.6

주 역할

청소년 단체, 시설

88

9.5

상담 수련생

22

2.4

아동․청소년 상담센터

286

30.9

기타

54

5.8

대학상담센터

40

4.3

없음

38

4.1

유아

16

1.7

초등학생

135

14.6

중학생

393

42.5

고등학생

170

18.4

대학생

85

9.2

성인

126

13.6

있음

646

69.8
30.2

민간 상담 기관

51

5.5

기업체 상담 기관

14

1.5

종교단체, 병원 등

29

3.1

내담자
연령

복지관

25

2.7

초․중․고교

149

16.1

대학교

52

5.6

소속기관

정부행정기관

55

5.9

군 상담기관

6

0.6

연구기관

7

0.8

기타

64

6.9

없음

59

6.4

슈퍼비전
유무

없음

279

1주일에 한번이상

60

6.5

한달에 한번

163

17.6

슈퍼비전
횟수

1년에 한번

76

8.2

기타

158

17.1

6개월에 한번

135

14.6

1년에 한번

76

8.2

없음

279

30.2

표 8. 근무형태에 따른 소진 (N=925)
계약직
(전일제)
(N=276)

계약직
(시간제)
(N=140)

아르바이트

자원봉사

기타

없음

(N=10)

(N=30)

(N=43)

(N=59)

M(SD)

M(SD)

M(SD)

M(SD)

M(SD)

M(SD)

M(SD)

신체적 피로감

10.34(2.90)

10.61(2.75)

10.28(2.78)

9.00(2.87)

8.20(2.55)

9.79(2.66)

9.41(3.40)

무능감

10.73(3.31)

11.01(2.52)

10.73(2.80)

10.70(3.13)

11.03(2.61)

10.53(2.79)

10.98(3.32)

비협조적 직무환경

10.39(3.29)

10.57(2.89)

8.95(2.95)

8.40(2.63)

8.40(2.62)

9.79(2.65)

9.05(3.33)

내담자 가치저하

8.78(2.45)

8.35(2.34)

8.56(4.38)

8.00(3.33)

7.93(2.13)

8.14(2.04)

8.24(2.82)

사생활 악화

10.17(3.05)

9.95(3.09)

9.20(2.88)

8.30(2.00)

8.03(2.40)

9.47(2.72)

8.63(3.03)

근무형태
상담자 소진

심리적 소진 전체

정규직
(N=367)

50.42(10.96) 50.50(10.18) 47.72(11.38) 44.40(11.81) 43.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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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소속기관에 따른 소진 (N=925)
소속기관
상담자 소진

청소년 단체, 아동․청소년
상담센터
시설
(N=286)
(N=88)

대학
상담센터
(N=40)

민간
상담 기관
(N=51)

기업체
상담 기관
(N=14)

종교단체,
병원 등
(N=29)

복지관
(N=25)

M(SD)

M(SD)

M(SD)

M(SD)

M(SD)

M(SD)

M(SD)

신체적 피로감

10.45(3.00)

10.55(2.69)

9.65(2.55)

10.33(2.88)

9.00(2.69)

10.93(3.28)

10.60(2.78)

무능감

11.07(2.72)

10.74(2.46)

9.70(2.36)

10.61(2.60)

9.71(2.87)

11.34(2.69)

11.44(2.89)

비협조적 직무환경

10.38(3.07)

10.43(3.16)

9.68(2.96)

9.24(2.99)

8.71(3.60)

9.31(4.09)

10.64(3.01)

내담자 가치저하

8.91(2.66)

8.54(3.32)

7.90(2.23)

8.27(2.23)

7.21(2.36)

9.03(3.33)

8.88(2.47)

사생활 악화

10.28(3.13)

10.22(3.17)

9.60(2.44)

9.57(2.65)

8.57(3.69)

9.72(3.64)

10.20(3.04)

심리적 소진 전체

51.09(10.52)

50.48(10.40)

46.53(9.24)

48.02(10.40)

43.21(11.94)

50.34(13.90)

51.76(11.27)

초․중․고교
(N=149)

대학교
(N=52)

정부행정기관

(N=55)

군 상담기관
(N=6)

연구기관
(N=7)

기타
(N=64)

없음
(N=59)

M(SD)

M(SD)

M(SD)

M(SD)

M(SD)

M(SD)

M(SD)

신체적 피로감

10.46(3.05)

9.65(2.51)

10.11(2.81)

10.83(2.71)

9.57(2.94)

9.85(2.99)

9.11(3.31)

무능감

11.32(4.19)

10.25(2.94)

10.49(2.55)

11.33(1.37)

11.29(3.35)

11.06(2.64)

10.91(3.30)

비협조적 직무환경

10.29(3.07)

9.35(2.97)

9.91(2.83)

10.00(2.19)

9.86(2.41)

10.06(3.23)

8.88(3.09)

내담자 가치저하

8.45(2.43)

8.17(2.38)

8.60(2.26)

8.33(2.88)

10.29(3.55)

9.02(2.69)

8.02(2.69)

사생활 악화

9.27(2.94)

9.17(2.99)

9.44(2.30)

11.17(3.87)

11.00(1.41)

9.80(3.01)

8.44(2.88)

심리적 소진 전체

49.78(11.42)

46.60(10.76)

48.55(9.99)

51.67(10.41)

52.00(9.80)

49.79(10.99)

45.35(12.59)

소속기관
상담자 소진

표 10. 주 역할에 따른 소진 (N=925)
상담직
(N=429)

연구직
(N=11)

상담관리직
(N=97)

교사
(N=117)

교수
(N=28)

임상심리사
(N=27)

공무원
(N=18)

M(SD)

M(SD)

M(SD)

M(SD)

M(SD)

M(SD)

M(SD)

신체적 피로감

10.30(2.77)

8.91(1.92)

10.96(2.90)

10.41(3.21)

9.25(2.40)

10.81(3.25)

9.44(2.50)

무능감

10.64(2.54)

10.82(2.14)

10.34(2.82)

11.15(4.61)

9.21(2.11)

11.67(2.56)

9.89(1.71)

비협조적 직무환경

10.01(3.24)

10.09(4.11)

10.76(2.95)

10.22(3.24)

8.50(2.43)

10.52(3.46)

8.67(2.17)

내담자 가치저하

8.44(3.20)

8.45(1.44)

8.57(2.10)

8.49(2.38)

7.89(1.97)

9.15(3.22)

9.39(1.98)

사생활 악화

9.51(3.00)

10.00(2.76)

11.63(2.78)

9.22(2.88)

9.11(2.69)

9.85(3.91)

9.28(1.87)

심리적 소진 전체

48.89(10.78)

48.27(9.12)

52.26(10.14)

49.50(11.43)

43.96(9.52)

52.00(13.55)

46.67(7.93)

주역할
상담자 소진

행정직
(N=25)

사회복지사
(N=53)

행정지원
(N=6)

상담수련생
(N=22)

기타
(N=38)

없음
(N=54)

M(SD)

M(SD)

M(SD)

M(SD)

M(SD)

M(SD)

신체적 피로감

10.00(2.43)

10.70(2.73)

11.33(2.07)

9.64(2.90)

9.55(2.80)

9.20(3.35)

무능감

11.64(2.43)

11.98(2.61)

12.67(2.34)

11.50(2.60)

11.18(2.60)

11.07(3.24)

비협조적 직무환경

9.88(2.13)

10.62(2.82)

11.17(3.13)

10.73(3.09)

9.42(2.75)

8.93(3.10)

주역할
상담자 소진

내담자 가치저하

9.24(2.22)

9.08(2.26)

10.50(3.39)

7.36(3.08)

8.68(2.41)

8.13(2.70)

사생활 악화

10.68(2.66)

10.57(3.05)

9.17(2.93)

9.73(3.30)

9.66(2.91)

8.50(2.92)

심리적 소진 전체

51.44(8.57)

52.94(10.45)

54.83(8.73)

48.95(12.07)

48.50(10.87)

45.83(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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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는 청소년상담사는 ‘사례에 대한 슈퍼비전 부

는 어려움으로 ‘과도한 행정 업무 및 사업으로 인한

족’, ‘상담자에 대한 기관의 대우 열악’, ‘상담 프로

소진’을 직접 보고하였으며, ‘상담 시간 배정이 주로

그램 진행에 대한 권한의 한계’, ‘상담에 대한 성과

저녁시간(방과 후)’으로 배정되어 개인적 생활에도

및 종결에 대한 기관의 압박’ 등을 느끼는 것으로

지장을 받고 있고, ‘많은 사례 대기로 인해 충분한

확인되었고, 자원봉사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는 청

회기를 다루기 어려움’을 한계로 나타내기도 하였고

소년상담사는 ‘기관 내 상담자 역량 강화 교육 참여

이와 비슷하게 청소년상담사 중 사회복지사의 역할

불가’, ‘슈퍼비전의 부재’, ‘지속적 사례 개입이 어렵

을 주 역할로 담당하는 경우도 ‘타 업무로 인한 상

고, 단회기 상담 및 심리검사 해석 상담을 주로 진

담시간 확보의 어려움’, ‘상담자의 전문성’, ‘부모의

행함에 따라 상담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어려움’, ‘전

지원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했

문성에 대한 인정 부족’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

다. 그뿐만 아니라 상담관리직 청소년상담사는 ‘사업

났다.

및 행정 업무와 상담의 병행’, ‘많은 내담자로 인해

소속기관에 따른 상담자 소진은 표 9와 같다. 연

충분히 상담 회기를 진행하기 어려운 현실적 구조의

구기관, 복지관, 군 상담기관, 아동·청소년 상담센터

한계’, ‘슈퍼비전의 부족’, ‘상담자의 소진에 대한 교

에서 타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리적 소진 평균

육 및 대안의 부재’ 등으로 인해 더욱 상담 회기 중

이 높게 나왔다. 또한, 아동·청소년 상담센터와 복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에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사는 내담자 가치저

내담자연령에 따른 상담자 소진은 표 11과 같다.

하 소진 하위 요소를 제외한 모든 요소에서 상대적

내담자연령이 중학생인 경우 심리적 소진 전체 평균

으로 높은 소진을 보였다.

이 50.26으로 가장 높았다. 기타를 제외한 모든 내

주 역할에 따른 상담자 소진은 표 10과 같다. 행

담자연령에서 무능감이 가장 평균이 높았다. 특히

정지원의 심리적 소진 평균이 54.83으로 가장 높게

중학생을 주 내담자로 상담하는 청소년상담사는 회

나왔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복지사의 심리적 소진

기 중 겪는 어려움으로 ‘고정적 상담시간 및 장소 확

전체 평균이 52.94로 나왔다. 상담관리직과 교수를

보의 어려움’, ‘부모의 지지 부족’, ‘슈퍼비전의 부족’,

제외한 다른 주역할에서 모두 무능감이 높게 나왔으

‘내담자의 비자발성’, ‘ 내담자의 잦은 결석 및 지각’을

며 특히 행정지원은 무능감 평균이 12.67로 가장

보였고, 고등학생을 주 내담자로 상담하는 청소년상담

높게 나왔다. 특히 상담직의 경우 상담 회기 중 겪

사는 ‘위기 사례에 대한 상담자 대처 교육의 부족’, ‘지

표 11. 내담자연령에 따른 소진 (N=925)
유아
(N=16)

초등학생
(N=135)

중학생
(N=386)

고등학생
(N=170)

대학생
(N=85)

성인
(N=127)

기타
(N=6)

M(SD)

M(SD)

M(SD)

M(SD)

M(SD)

M(SD)

M(SD)

신체적 피로감

8.69(3.79)

9.93(2.86)

10.49(3.04)

10.42(2.59)

9.96(2.44)

9.94(2.87)

9.17(2.48)

무능감

10.06(4.19)

11.13(2.87)

10.94(2.58)

10.55(2.79)

10.11(2.54)

11.16(4.20)

9.67(2.25)

비협조적 직무환경

8.56(3.35)

9.44(3.15)

10.32(3.17)

10.41(3.23)

9.46(2.97)

9.79(2.83)

11.33(3.44)

내담자 가치저하

8.00(3.65)

8.50(2.70)

8.60(3.18)

8.44(2.36)

8.08(2.13)

8.75(2.51)

7.00(0.89)

사생활 악화

8.31(3.52)

9.19(2.72)

9.91(3.13)

9.88(3.03)

9.48(2.88)

9.94(3.05)

8.50(1.52)

심리적 소진 전체

43.62(16.28)

48.20(10.91)

50.26(11.10)

49.70(10.15)

47.09(9.67)

49.59(11.39)

45.67(6.25)

내담자연령
상담자 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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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 상담이 어려움’, ‘학교에서 문제행동으로 이해 처

부족’, ‘내담자 유형에 따른 전문적 상담 개입 능력

벌적 방법으로 상담을 오는 경우’, ‘내담자의 저항’,

부족’, ‘비자발적 내담자’, ‘상담 이외의 도움이 필요

‘적절한 시기의 사례 개입에 대한 슈퍼비전 부족’ 등

한 내담자를 상담할 때’, ‘슈퍼비전 자료 준비시간

을 들었다.

부족’으로 나타났고, 슈퍼비전 경험이 없는 청소년상

슈퍼비전 경험 유무에 따른 상담자 소진의 차이

담사는 ‘슈퍼비전 부족으로 인한 상담에 대한 무기

는 표 12와 같다. 상담자 소진의 결과 상 슈퍼비전

력함’, ‘상담 방향 설정의 어려움’, ‘상담 스킬 부족’,

의 유무는 소진의 차이를 거의 보이지 않는 것으로

‘슈퍼비전 비용 부담으로 인해 슈퍼비전 부족’, ‘비

나타났다. 반면, 슈퍼비전을 받는 주기에 따른 소진

자발적 내담자에 대한 부담’ 등을 보고하였다.

은 차이를 보였는데, 그 결과는 표 13과 같다. 6개
월에 한번 슈퍼비전을 받는 청소년상담사가 50.38

청소년상담사 소진과 특성간의 상관관계

로 가장 높은 소진을 보였다. 특징적인 것은 대부분

청소년상담사 소진과 개인 특성 및 직무환경 간

의 슈퍼비전 주기에서 무능감의 하위 요소가 가장

의 관계에 대해 상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표 14와

높은 소진의 요소로 나타났는데 1주일에 한 번 이

같다. 이 중 성별은 신체적 피로감(r =.09, p <.01)

상 슈퍼비전을 받는 경우는 무능감 보다는 신체적

과 무능감(r =.13, p <.05) 및 비협조적 직무환경(r

피로감과 사생활 악화가 높게 나타났다. 슈퍼비전

=.08, p <.05), 상담자 연령은 사생활 악화(r =.08,

경험이 있는 청소년상담사는 회기 중 겪는 어려움으

p <.05), 자격등급은 무능감(r =.15, p <.01), 최종

로 ‘위기 사례에 대해 논의할 기관 내 슈퍼바이저

학력은 사생활 악화(r =.08, p <.05), 주 역할은 무

표 12. 슈퍼비전 유무에 따른 소진 (N=925)
슈퍼비전 유무

있음(N=646)

없음(N=279)

M(SD)

M(SD)

10.37(2.82)

9.95(3.01)

상담자 소진
신체적 피로감
무능감

10.56(3.03)

11.47(2.71)

비협조적 직무환경

10.15(3.17)

9.73(3.06)

내담자 가치저하

8.45(2.94)

8.68(2.48)

사생활 악화

9.86(3.10)

9.46(2.87)

심리적 소진 전체

49.39(10.97)

49.29(10.97)

표 13. 슈퍼비전 주기에 따른 소진의 차이 (N=925)
1주일에
한번이상
(N=60)

2주일에
한번
(N=54)

한달에 한번
(N=163)

6개월에
한번
(N=135)

1년에 한번
(N=76)

기타
(N=158)

없음
(N=279)

M(SD)

M(SD)

M(SD)

M(SD)

M(SD)

M(SD)

M(SD)

신체적 피로감

10.17(3.12)

9.81(3.04)

10.23(2.63)

10.75(2.71)

10.54(2.81)

10.38(2.90)

9.95(3.01)

무능감

10.00(2.39)

10.02(3.03)

10.48(2.59)

10.75(2.72)

10.72(4.93)

10.78(2.71)

11.47(2.71)

비협조적 직무환경

9.97(3.32)

8.98(2.54)

9.99(3.21)

10.27(3.10)

10.63(2.97)

10.47(3.34)

9.73(3.06)

내담자 가치저하

8.15(2.79)

8.04(2.29)

8.55(2.40)

8.50(2.53)

8.13(2.00)

8.71(4.15)

8.68(2.48)

사생활 악화

10.12(3.37)

9.30(3.01)

9.67(2.98)

10.11(3.08)

9.68(3.09)

10.01(3.18)

9.46(2.87)

슈퍼비전 주기
상담자 소진

심리적 소진 전체

48.40(11.76) 46.15(10.62) 48.93(10.48) 50.38(10.10) 49.71(10.99) 50.34(11.86) 49.29(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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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감(r =.10, p <.01), 슈퍼비전 유무는 무능감(r

냈다. 특히 이 연령층 청소년상담사는 무능감 하위

=.14, p <.01), 슈퍼비전 주기는 무능감(r =.13, p

요인에서도 높은 소진을 경험하며, 실제로 ‘자신의

<.01)에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연령과

전문성 부족’이나 ‘상담자 나이에 대한 부모의 신

신체적 피로감(r =-.08, p <.05) 및 무능감(r =

뢰 부족’으로 인해 상담 회기 중 어려움을 겪고 있

-.15, p <.051), 내담자 가치저하(r =-.09, p <.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상담경력에 따른 소진에서는

01), 상담경력과 무능감(r =-.22, p <.01), 자격등

3년~5년의 상담경력을 갖고 있는 청소년상담사가 가

급과 비협조적 직무환경(r =-.07, p <.05), 소속기

장 높은 소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들

관과 신체적 피로감(r =-.10, p <.01), 비협조적 직

이 보이는 신체적 피로감과 비협조적 직무환경은 실

무환경(r =-.08, p <.05), 사생활 악화(r =-.13, p

제로 청소년동반자(YC)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어

<.01), 최종학력과 무능감(r =-.16, p <.01), 근무

려움과도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자격등급은 3

형태와 신체적 피로감(r =-.12, p <.01), 비협조적

급에서 가장 높은 소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

직무환경(r =-.16, p <.01), 내담자 가치저하(r =

데, 특히 ‘위기 사례에 대한 대처 방안 부재’ 등

-.07, p <.05) 및 사생활 악화(r =-.16, p<.01),

과 같이 무능감 요소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소진을

주 역할과 신체적 피로감(r =-.08, p <.05), 슈퍼비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3급 청소년상담

전 유무와 신체적 피로감(r =-.07, p <.05) 및 비

사는 학사 졸업 이후 충분한 실습교육 없이 바로 취

협조적 직무환경(r =-.07, p <.05) 등이 부적(-)

직하게 되며, 업무 수행은 ‘청소년동반자’ 활동이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경우를 차지하는데, 대부분 이 업무에서 위기
청소년을 만나는 경우가 많은 것과도 관련성이 높아
보인다. 이 결과는 청소년상담사의 최종학력에 따른

논 의

소진의 특성과도 연관 지어 볼 수 있는데, 최종학력
이 학사인 경우가 가장 높은 소진을 나타내는 결과

본 연구는 청소년상담사를 대상으로 청소년상담

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사의 개인 및 직무환경의 특성에 따른 상담자 소진

둘째, 청소년상담사의 직무 환경적 특성에 따른

의 차이를 살펴보고 청소년상담사의 소진 예방과 해

상담자 소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근무형태가 전일

결을 위한 대안 모색의 방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제 계약직일 때 가장 높은 소진을 보고하였고, 정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상담사 4,070명 전체를 대상으

직도 이에 버금가는 소진의 수준을 나타냈다. 이들

로 상담경험이 있고, 상담자 소진(CBI)에 대해 설문

의 경우 ‘과도한 업무에 따른 사생활 지장’과

한 925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로써 주요 결과는

‘업무량을 고려하지 않은 사례 배정’ 등 비협조적

다음과 같다.

직무환경 요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소진을

첫째, 청소년상담사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상담자

보고하였다. 또한, 소속 기관 내 주 역할로 상담관리

소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남성보다 여성 청소년상

직과 사회복지사, 행정지원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담사가 신체적 피로감 및 무능감, 비협조적 직무환

있는 청소년상담사가 높은 소진을 보고하였는데, 특

경, 사생활 악화 요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소진을

히 행정지원을 주 업무로 하는 청소년상담사는 ‘사

보였다. 특히 여성 청소년상담사 중 상담 회기 중

업 및 행정 업무와 상담의 병행’으로 인한 신체적

겪는 어려움으로 ‘업무시간 이외의 상담으로 인한

피로감을 높게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사생활 악화’를 보고하는 예도 있었다. 또한, 연령

주 내담자 연령 중 중학생을 상담하고 있는 청소년

은 20∼29세 청소년상담사가 가장 높은 소진을 나타

상담사가 상대적으로 높은 소진을 보였는데, 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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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는 무능감은 ‘비자발적 내담자’와 ‘부모의 지

낮을수록 소진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지부족’ 등으로 인해 개입 및 상담 효과의 미흡에

다(황선영, 박경숙, 2007). 반면 외국 연구에서 보여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었던, 연령이 많은 수록 높은 소진 수준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상담사 자신의 슈퍼비전 경험

는 결과와는 반대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Im, et al.,

에 따른 소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체 소진은 큰

2010). 이는 소진의 하위 요소 중 대부분의 변인에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하위 요인별 소진에서는

높게 나타난 “무능감”과 연결되어 있는데, 낮은

특징을 찾을 수 있다. 먼저 슈퍼비전의 경험이 있는

연령의 청소년상담사들에게 청소년 상담 장면에서의

청소년상담사는 상대적으로 신체적 피로감과 비협조

부모상담이나 육아경험의 부재, 물리적 나이 차이의

적 직무환경에서 높은 소진을 나타냈는데 이는 업무

적음 등은 상대적으로 소진을 가중 시켰을 것으로

이외의 ‘슈퍼비전 자료 준비 시간 부족’과 슈퍼비

예상 할 수 있다. 또한 자격급수에 따라서는 1급 청

전의 필요에도 불구하고 ‘기관 내의 슈퍼바이저의

소년상담사보다 2급과 3급 청소년상담사가 소진을

부족’에서 오는 소진의 내용과도 일치하는 측면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능감 영역에서는

볼 수 있다. 또한, 슈퍼비전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3급 청소년상담사의 소진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험이 있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무능감 영역에서

이미 청소년상담사는 급수의 구별 없이 상담전문가

높은 소진을 보고하였는데, ‘상담 방향 설정의 어

로서 사회적인 기대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현장

려움’, ‘상담 스킬 부족’ 등을 실제 상담 회기

에서 전문적인 상담자의 역할이 부여되며 성과를 요

중 어려움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받는다. 따라서 상담영역에서 역량 개발을 위한

이상의 결과로 살펴본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는
다음과 같다.

노력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전문가적 자세라 할
수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3급에 대한 상담적 역량

첫째, 청소년상담사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담영역은 인력 대다수

개발과 이후 전문가로서의 관리가 더욱 요구되는 것
이다(양미진 외, 2010).

가 여성인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 상담기관이 업무에

이상의 결과와 같이 청소년상담사 개인적 특성에

비해 적은 인력배치로 인해 한 상담자가 수행하여야

따라서는 여성의 경우, 연령이 적을수록, 상담 경력

하는 업무량이 많고 업무 특성상 야간 상담 등의 시

은 초심과 중간의 과도기적 단계인 3년~5년, 자격

간 외 근무 및 잦은 출장 등으로 신체적 소진을 경

등급이 낮을수록 소진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

험하는 것으로 여겨진다(김은정, 2008; 양재원 외,

다. 이는 청소년상담사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개

2010; 이임천, 이상희, 2010). 이러한 직업적 특성과

인적 특성이 고려된 소진예방 프로그램 등의 도입이

함께 실제로 직업여성은 가사와 자녀양육 등의 부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상담사를 전문적 역량개발과

이 소진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 특히 이들은 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가 자격 취득

녀양육과 가정의 중요성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

이후의 지속적인 관리와 보수교육의 중요성을 보여

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죄책감을 지니고 있으며

준다.

가정과 직장 사이의 갈등은 여성 퇴사의 현실적인

둘째, 청소년상담사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

이유이기도 하다(하애란, 2010). 연령 또한, 소진에

환경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소년상담사는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청소년기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인식되면서 2003년

에 의하면 20세∼29세의 청소년상담사가 가장 많은

부터 현재까지 상담분야 최초의 국가자격증으로 인

소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기존 연

정받고 있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지원활동을

구에서도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령이

전개됨에 따라 센터의 역할 변화와 함께 청소년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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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게 더욱 다양한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슈퍼비전 경험이 부족

업무적 특성 역시 청소년상담사 소진에 영향을 미칠

한 청소년상담사에게 무능감이 주로 나타나는 것으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계약직은 비협조적

로 드러났는데, 상담역량을 높일 수 있는 개인적, 조

인 직무환경에 따른 높은 소진을 보이는 것으로 나

직적, 제도적 노력을 통해 소진문제를 완화할 수 있

타났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실제로 전문가 자격을

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도적 노력의 일환으로

소지한 청소년상담사들이 상담 현장에 일하고 있으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는 2007년부터 청소년상담사

나 이들의 전문성과 준비 정도에 비하여 여전히 근

보수교육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에 1,000여

무형태가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아 근무형태의 불안

명 등, 매 년 전체 청소년상담사의 약 20%가량이 보

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비정규직인 경우가 전

수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로

체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많은 청소년상담사

도 슈퍼비전에 대한 개인적 동기와 조직적 배려를

가 신분의 불안정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낮은 보

적극 이끌어내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수, 역할의 모호성 등으로 소진과 이직의 원인이 될

한편, 국회에서도 청소년상담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사회적 요구로 청소년상

보수교육 법제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입법을 추진

담사가 일할 수 있는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나 이들

하였으며 2013년부터 보수교육 의무화가 시행된다.

의 안정적인 일자리는 부족한 상태이다. 비정규직

이는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의 개인적, 조직적, 제도

형태의 고용은 해당 일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적 노력을 획기적으로 이끌어낼 것이며 또한 이러한

불안을 느낄 수 있으며, 일하는 현장에서도 역할의

노력을 지속해서 지원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모호성 등으로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아 자신의 신분

본 연구에서 청소년상담사들은 업무적 특성과 개

에 대한 자괴감을 호소하기도 한다. 이에 정부에서

인적 특성 등으로 인해 개인적 또는 업무적인 좌절

도 청소년상담사의 처우개선을 통한 전문성 제고와

을 경험하며 소진에 이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수한 인력의 유인을 확대하기 위해서 표준임금기

청소년상담사의 소진은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나

준 마련을 통한 처우개선방안을 추진하는 등(여성가

이들의 역할과 신분은 이들이 도와야 하는 청소년과

족부, 2010)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 부족한 실

조직, 더 나아가서는 이들을 양성하고 관리하는 사

정이다. 무엇보다 계약직의 비중을 낮추어 역할 불

회의 문제이기도 하다.

안정을 해소하고 업무에 대한 집중력을 높여 이에

청소년상담사의 역사는 10년에 이르고 있다. 그러

따라 청소년상담사가 청소년의 정서적 안녕과 건강

나 청소년상담에 대한 수요와 청소년상담을 하는 상

한 발달에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 활

담자의 수는 1970년대 상담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도

용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입된 이래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

마지막으로 슈퍼비전 경험과 주기에 따른 소진과

지는 이러한 종사자들이 직무에서 느낄 수 있는 다

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슈퍼비전 경험의 유

양한 압박감에 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비하였다.

무와 주기에 따라 소진의 내용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따라서 이제는 청소년상담사의 양성이 필요성을 넘

중요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슈퍼비전

어서 이들의 전문성 유지와 이들의 직업인으로서의

의 경험이 많은 경우에는 근무기관의 슈퍼비전에 대

건강한 삶을 위한 소진에 관심을 두었다는 점에서

한 배려가 미흡한데서 오는 업무 등에 대한 부담이

본 연구의 의의를 둘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하여 더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으며 기관 내에 슈퍼바이저가

욱 구체적인 소진예방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기를

부재한 경우 슈퍼비전을 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

기대하고 있다.

용 등의 대가를 들여야 하는 것도 소진의 원인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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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청소년상담사의 더욱 구체적인 어려움과 경험을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소년상담연구, 18(1),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특히 청

73-92.

소년상담사의 자격 등급이나 일반적 변인에 대한 기

여성가족부 (2010). 제4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4-1-2.

술통계 뿐만 아니라 실제 진행한 상담 사례 수나 상
담 장면의 구체적 상황에 따른 소진의 차이 분석을

오경자 (2007).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운영실

통해 보다 세분화된 소진의 대안을 마련하는 자료를

태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도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청

오익수, 이명선, 남상인 (1994). 청소년상담인력개

소년상담사 급별, 직무 형태 등에 따른 보다 구체적

발 정책연구. 서울: 청소년대화의 광장.

인 경험에 대한 소진 및 역량 개발에 대한 요구 분

유정이, 박성호, 유성경 (2003). 상담자와 초등교사

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 심리적 소진 관련 변인 연구. 청소년상담
연구, 11(2), 111-120.
윤아랑, 정남운 (2011). 상담자 소진: 개관. 한국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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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ce in Youth Counselors’ Burnout according to Personal and
Job Environment Characteristics
Yang, mi-jin

Jo, Su-yeon†

Lee, so-yub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difference in Korean youth counselors’ burnout according to
their personal and job environment characteristics by surveying youth counselors throughout the country
and to make proposals for the prevention and solution of youth counselors’ burnout.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925 youth counselors who replied the youth counselor burnout questionnaire among 4,070 youth
counselors who had acquired the youth counselor certificate until 2010.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the results of analyzing difference in youth counselors’ burnout according
to their personal characteristics, burnout was higher in female youth counselors according to gender, those
at the age of 20‐29 according to age, and those having an associate bachelor degree or those in the undergraduate course according to academic qualification. Second, in the results of examining difference in youth
counselors’ burnout according to their job environment characteristics, burnout was higher in fulltime contract workers according to work type, those in charge of counseling management and administrative support
to social workers according to role in the organization, and those in charge of middle school students according to clients’ age. Burnout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experience in supervision.
Third, in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youth counselors’ characteristics and their burnout, a positive correlation was observed between gender and physical fatigue, between incompetence and
uncooperative job environment, between youth counselor’s age and worsened personal life, between certificate grade and incompetence, between academic qualification and worsened personal life, between main role
and incompetence, and between experience in supervision and incompetence.

Key words: : Counselor's Burnout, youth counselor, job environment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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