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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어 가 기

또래상담 프로그램은 1994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전국의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학교 및 청소년상담관련 기관

에서 꾸준히 운영되어 오면서 전국적인 조직망을 토대로 하여 또래상담 지도자 및 전문지도

자가 양성되었다. 특히 2012년 2월에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됨에 따라 학교폭력

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솔리언 또래상담 프로그램(이하

‘또래상담’)이 대두되었고,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의 상호협력 체계를 통하여 또래상담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확대·운영되었다. 결과적으로 2012년 총 4,638개교의 학교에서 

또래상담자 60,681명과 또래상담 지도교사 6,233명이 양성되었으며, 2013년에는 총 5,217

개교의 학교에서 또래상담자 77,233명과 또래상담 지도교사 7,310명이 양성되었다. 

본 지침서는 5,000여개가 넘는 학교에서 양성된 또래상담자를 관리해야 하는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또래상담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고안되었다. 사실 또

래상담 학교운영에 관한 지침서는 2000년 학교에서의 또래상담 운영방안과 2010년 솔리언

또래상담 학교운영모형개발-운영지침을 중심으로- 연구를 통해 개발된 바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초·중·고 학교급 별 운영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에 초점

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에 초점을 두어 확대·운영되고 있는 초·

중·고등학교의 현 실정에 맞지 않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에서의 또래상담자

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초·중·고 학급별로 또래상담 학교운영 방안을 정리하고 교사 지

침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교사지침서가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학교 지도교사나 지도자에게 적극 활용되기 위해서는 

학교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와 우수한 사례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활동을 우

수하게 진행해온 학교 1개교씩을 또래상담 중점학교로 선정하여 먼저, 해당 학교의 또래상담 

활동 과정을 직접 모니터링 및 참여관찰하고, 또래상담 지도교사 및 또래상담자를 정기적으

로 인터뷰하였으며, 또래상담자 슈퍼비전, 부모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 및 운영 컨설팅을 지

원하였다. 또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중점학교 담당 교사, 부처관계자, 우수또래

상담지도교사 등과 함께 사업설명회, 자문회의,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를 토대로 학교급 별 

또래상담 운영방안을 도출하고 교사 지침서를 정리하였다. 

본 지침서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과정을 <도입단계>, <기획단계>, <운영단계>, <평가단계>

로 구분하여 준비 및 운영상황을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또래상담 학교 운영 흐름도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조기개입을 위한 또래상담 사업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또래상담 학교운영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였다. 

<그림 1> 또래상담 학교 운영방안

<도입단계>에서는 또래상담 지도교사가 학교현장에서 또래상담의 필요성 및 또래상담 운

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이해하는 단계이다. 이를 위해, 또래상담의 필요성과 효과

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하였으며, 또래상담 지도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안내하였다. 

<기획단계>에서는 학교환경에 맞추어 또래상담을 운영하기 위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준

비를 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또래상담 운영학교 및 또래상담 지도교사가 또래상담 

운영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과 지역 연계자원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에 대해 안내하였다. 

<운영단계>는 기획단계의 내용들을 토대로 또래상담을 직접 운영할 때 요구되는 구체적인 

상황 등을 정리하였다. 운영단계는 또래상담자를 교육하여 양성하는 단계, 양성된 또래상담

자가 활동을 하는 단계, 또래상담의 활동 관리 및 지역기관과의 연계활동 등 또래상담자를 

추수 관리해주는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또래상담자 양성단계에서는 또래상담반 모집 

홍보, 또래상담자 모집 및 선발, 또래상담자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 또래상담반 조직관리를 

지도하는 방안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다. 또한 또래상담자 활동단계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어

려움을 겪는 친구들에게 정서적 지지자, 조력자, 문제해결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학교나 지

역사회에서는 긍정적인 공감 배려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또래상담자들을 지도하는 방



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추수관리단계에서는 또래상담 실적 관리, 

또래상담 사례지도 방안, 또래상담 보고대회 참여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하였다. 특

히 <운영단계>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간 차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초·중·

고 각각에서의 운영방법에 대해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평가단계>에서는 또래상담의 효율적인 운영을 검토하고 운영 효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또래상담 관련 평가에 대해 정리하였다. 프로그램 평가 및 운영한 내용에 대해 

양적 평가뿐만 아니라 질적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평가 척도를 함께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정리하였다. 본 지침서가 향후 또래상담 지도교사 및 

지도자들이 학교 현장에서 또래상담을 운영하는데 있어 구체적인 지침이 될 수 있기를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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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상담 도입단계는 또래상담 지도교사가 학교현장에서 또래상담의 필요성 및 운영에 대

해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단계이다. 

.  이를 위해 도입단계에서는 또래상담의 필요성 및 효과, 또래상담 지도교사의 역할 등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특히 학교현장에서 또래상담의 필요성과 효과를 이해하고, 또래상담 

지도교사로서 교사의 역할에 중점을 두어 제시하였다.

 
※ 본문의 내용을 활용하여 또래상담 운영계획서 및 교내외 또래상담 관련 활용자료를 구

성할 수 있다. 

1. 또래상담의 이해

 1-1. 또래상담의 의미

또래상담은 일정한 훈련을 받은 청소년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다른 또래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과정을 통해 또래가 지니고 있는 고민이나 문제를 해결

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는 청소년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함과 동

시에 긍정적인 대인관계에 필요한 사회적 능력을 습득함으로써 전인격적인 성장과 발달

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또래상담은 또래상담 과정에 참여하면서 또래상담자 

개개인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고, 이들의 활동을 통해 학급과 학교의 문화를 공동체 문

화로 변화시키고, 청소년이 가지는 다양한 문제를 서로 도우면서 해결할 수 있는 분위

기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1994년부터 청소년 대상 또래상담자 훈련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전국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꾸준히 보급하고 있으며, ‘솔리언또래상담’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개발하고 보급하는 또래상담 프로그램의 고유명칭이다. 

‘솔리언(solian)’이란 solve(해결하다)와 ian(사람을 뜻하는 접미어)의 합성어로 ‘또래

의 고민을 듣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돕는 친구’라는 의미를 가진다. 본 지침서

에서 사용하는‘또래상담’용어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개발한‘솔리언또래상

담’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1-2. 또래상담의 현황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또래상담사업은 학급에서 동료를 돕기 위한 준전문가인 

또래상담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으로 출발하였지만 해를 더하면서 보다 

 Ⅰ. 도입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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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하고 지속적으로 체계화되어 학교 내의 조직, 지역 내의 조직, 전국적인 조직의 형

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또래상담이 발전해온 과정은 

다음 <표 1>과 같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2012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 후 여

성가족부와 교육부의 부처연계 사업으로 ‘학교폭력 예방 또래상담사업’을 추진하면서 

전국 초·중·고등학교로 확대·운영되었다. 그 결과 2013년도에는 전국의 5,217개교에

서 또래상담을 운영하였고, 또래상담 지도교사 7,310명, 또래상담자 77,233명이 양성되

어 활동을 하였다.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보급 된 이후 양성된 또래상담자 및 지도자의 

현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1> 또래상담 발전과정

1994년~1996년 1차 상담서비스를 강조한 준상담자 훈련

1997년~1998년 또래상담자의 기본역할 규정

1999년 또래상담자의 학교활성화 방안 모색기

2000년~2002년 청소년기의 발달단계별 또래상담 방안 탐색기

2003년~2011년 또래상담자 정신 확립 및 연합활동 강조기

2012년~2013년 전국 초·중·고등학교 확대 운영기

<표 2> 또래상담자 및 또래상담지도자 양성현황

(1994~2013년 기준)

또래상담자 또래상담지도자 

 250,910명 34,797명 

 1-3. 또래상담 프로그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개발 및 보급하고 있는 또래상담 프로그램은 현재 초

등학생용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용으로 구분되어 있다. 초등학생용은 

총 4회기로 10시간에서 12시간(최소 8시간 이상), 청소년용은 총 11회기로 12시간에서 

15시간(최소 12시간 이상)으로, 분산(예. 주1회) 또는 집중적으로 교육이 이루진다.

또래상담 프로그램은 Friendship(좋은 친구 되기), Counselorship(대화하는 친구 되기), 

Leadership(도움 주는 친구 되기)의 세 가지 기본정신을 토대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좋은 친구 되기(Friendship)에서는 ‘친구관계 살펴보기’, ‘친구관계 걸림돌’, ‘친구

에게 먼저 다가가기’, ‘우정곡선 그리기’ 등의 교육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

한 대화하는 친구 되기(Counselorship)에서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과 관련된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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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내용으로, ‘또래상담 대화의 자세’, ‘친구의 마음에 공감하기’, ‘대화 잘 이끌

어 나가기(어기역차, I-message)’, ‘잠하둘셋 기법 이해하기 및 연습하기’ 등으로 구

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도움 주는 친구 되기(Leadership)에서는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돕는 것과 관련된 훈련 내용으로, ‘도움 주는 대화 배우기(원무지계)’, ‘대화 종합 

연습’, ‘도움 활동 찾기’ 등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다. 초등학생용 또래상담 프

로그램 구성은 <표 3>, 청소년용 또래상담 프로그램 구성은 <표 4>에 각각 제시되어 있

다.

심화교육의 경우 기본교육을 이수한 또래상담자를 대상으로 하여 총 6회기, 최소 8시

간 이상 교육이 이루어진다. 심화교육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또래상담자의 역할을 총 

6가지로 구분하여 교육 및 활동 부분으로 나누어 교육이 이루어지며, 그 내용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3> 초등학생용 또래상담 프로그램

분류 프로그램명 목적 및 활동

들어가기

또래상담의 의미 또래상담의 의미 소개 

나를 소개합니다 집단원들의 친밀감과 신뢰감 형성 

함께 지킬 약속 집단프로그램의 참여 규칙 익히기 

친한 친구되기 

(Friendship)

친구의 의미 친구의 의미 인식 

친구관계 살펴보기 친구를 대하는 태도 및 친구관계 탐색

친구 다시보기 다양한 관점에 대한 이해 및 수용

대화하는 

친구되기 

(Counselorship)

대화는 주고 받는 것 쌍방적인 의사소통의 중요성 

대화의 기본자세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기본자세

친구마음 이해하기 자신과 타인의 감정 이해 

생기리 대화 전략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대화전략 습득 

도움주는 

친구되기 

(Leadership)

잠하둘셋 전략 
친구관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접근법 습득 

친구를 이렇게 도울래요 또래상담자의 역할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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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회기 목표 세부 내용 

성장하는 

또래상담자 

교육

또래상담자는 자신을 이해하고 또래상

담자로서 원하는 것을 알고, 스스로 

자신을 관리하는 능력을 배운다. 

1. 친해지는 마당

2. 내가 생각하는 나 

3. 나는 내가 관리한다

활동
또래상담자는 또래상담자로서의 한계

와 윤리를 이해한다.  

1. 또래상담자의 역할 한계 알기

2. 또래상담자 행동다짐 만들기

정서적 

지지자 

교육

또래 친구의 정서적 지지자로서 감정 

반영 방법과 다양한 감정의 단어 및 

수준 에 대해 알 수 있다.

1. 친해지는 마당

2. 다양한 감정의 단어와 수준 알

아보기

3. 감정반영

활동

또래상담자로서 친구의 고민을 공감

하고 정서적으로 지지해주는 능력이 

향상된다. 

1. 대면상담

2. 사이버상담

3. 다양한 감정 다루기 

〈표 4> 청소년용 또래상담 프로그램

분류 프로그램명 목적 및 활동

들어가기  신뢰감, 친밀감 형성 동기부여

친한 친구되기 

(Friendship)

친한 친구되기 친구의 의미를 생각

나의 친구관계 살펴보기 친구관계 유형을 탐색

친구에게 다가가기 친구관계 돌아보기, 다가가는 방법

 대화하는 

친구되기 

(Counselorship)

대화하는 친구되기 경청하기, 공감하기 

대화 잘 이끌어가기 ‘어기역차’ 익히기

잠하둘셋 기법  감정조절, ‘잠하둘셋’ 

도움주는 대화 

배우기 

(Leadership)

도움주는 대화 배우기 ‘원무지계’

대화 종합 연습 연습을 통한 자신감 상승

도움되는 활동 찾기  활동영역을 점검 

마무리 평가  프로그램 평가, 모임의 구조화 

<표 5> 또래상담 심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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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자 

교육

또래 친구의 조력자로서 조력행동을 

실천하기 위한 동기를 강화하고, 조력

이 필요한 상황과 조력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

1. 교실 안 우리 모습은

2. 도움행동에 대한 이해 

3. 도움행동의 효과  

활동
또래상담자로서 도움을 주는 능력이 

향상된다. 

1, 도움행동의 3단계, “다 알죠?”

2. 다가가기

3. 알아보기

4. 조력하기

문제해결자 

교육

또래친구들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을 

중재하여 원만한 또래관계를 돕고 학

교폭력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준다.

1. 갈등의 이해

2. 갈등이 있는 친구를 돕는 대화

3. 갈등을 지닌 두 친구 사이의 화

해 돕기

활동

또래상담자로서 사례관리를 하고 서

로의 상담 사례를 도와주는 능력이 

향상된다. 

1. 수퍼비전의 필요성 

2. 사례기록지 작성 및 사례 선정 

3. 또래상담자 간 수퍼비전 

학교

공감배려

문화촉진자 

교육

또래상담자는 학교 폭력 예방 심리극 

공연을 위해 심리극 기법 및 연기하

는 방법을 배운다. 

1. 친해지는 마당

2. 연기 마당 

3. 심리극 마당 

활동
또래상담자는 학교폭력 예방 심리극 

공연을 하는 능력이 향상된다. 

1. 이야기 극화 만들기 

2. 심리극 공연 단계 이해하기 

지역사회

공감배려

문화촉진자 

교육

또래상담자는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을 배우고, 지역 내 상담관련 기관과 

연계하는 방법을 배운다. 

1. 친해지는 마당 

2. 공동체 의식에 대해 알아보기 

3. 지역 내 청소년관련 기관 알아

보기 

활동
또래상담자로서 지역사회 공감 문화

를 형성하는 능력이 함양된다. 

1. 지역 연합회 활동

2. 지역캠프 참여

3. 캠페인 활동

4. 길거리 이동 상담하기 

5. 자원봉사 활동 

6. 튜터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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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또래상담의 필요성

 2-1. 학교폭력과 또래상담

2012년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전국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2학년 5,530명을 대상

으로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율은 12.0%, 가해율은 

12.6%로 나타났으며,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자살생각은 44.7%로 조사되었다. 학교폭력 

피해 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학생은 33.8%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는 ‘일이 커질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29.8%,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가 25.8%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폭력을 보고도 모른 척한 학생은 전체의 44.5%로, 이는 학교폭력 예

방 및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 피해자 및 목격자에 대한 보호체계 마련과 함께 방관자를 

방어자로 만드는 변화의 움직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청소년의 고민상담 대상 중 어머니는 18.5%, 교사는 1.2%에 불과했

으나 친구는 무려 53.6%로 집계되었다(통계청, 2008). 또한 2013년에 김해시가 청소년 

2,0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계조사에서 고민을 상담할 대상으로 35.5%가 친구 혹은 

동료를, 어머니는 28.5%, 아버지는 4%의 순으로 선택하여 청소년 고민대상 1순위는 여

전히 ‘또래’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에 있어서 또래의 중요성과 

영향력, 또래 간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또래상담이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한 가지 대안으로 제시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사업으로써 또래상담은 교사나 부모가 보지 못하는 아

이들만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으며,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으로 평가 받고 있다. 

 2-2. 또래상담의 효과

또래상담이 주는 효과는 대상자별로 교육을 이수한 또래상담자에게 미치는 효과와 또

래상담 활동을 통한 또래내담자 및 학급과 학교에 대한 효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또래상담자

또래상담은 일정한 훈련을 받은 청소년이 다른 또래의 고민을 들어주고 지지해주는 

일련의 과정이다. 또래상담자가 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또래상담 훈련 프

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 또한 또래를 돕고,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

을 함께 찾는 것과 같이 실제 또래상담 활동 역시 또래상담자의 개인적인 성장에 도움

을 준다.

또래상담자는 또래상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인간관계 및 교우관계가 향상되고(최현

주, 2004; 박은정, 2007), 의사소통능력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며(강영미, 2004; 임

성택, 2010; 변상해, 김세봉, 2011),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의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류부

열, 2007; 양가영, 2008). 또한 사회성이 향상되고(정영실, 2005; 박보라, 2008), 친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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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며(류부열, 2007; 오유하, 2009), 자기표현능력 향상

에도 효과가 있다(전선숙, 2010). 

또래상담 프로그램 교육과정을 이수한 또래상담자는 학교 및 학급 내에서 다양한 형

태의 또래상담활동을 한다. 이와 같이 지속적인 또래상담활동을 통해 또래상담자는 자

아개념이 보다 긍정적으로 향상되고(박민영, 2003), 성격 및 정서에서의 내면적 특성에 

대한 이해, 타인에 대한 이해와 수용 및 학교생활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다(백향

하, 2004). 

2) 또래내담자

또래상담은 또래상담자의 활동을 통해 또래내담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 학교 

부적응 학생이 또래상담 경험 이후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등의 자아개념이 향상

되고, 학교 적응에도 도움이 된다(최혜숙, 2006). 따돌림 피해를 경험하거나 학급 내에서 

배척을 받는 청소년의 경우에도 또래상담을 통해 학교적응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

으며, 실제로 따돌림 척도 및 배척 빈도 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보고되고 있다(정정임, 

주은선, 2006; 김종훈, 2008). 

따라서 또래상담자의 상담활동을 통해서 또래내담자는 자아개념 및 자아실현, 교우관

계 및 학교생활 태도, 인간관계 및 의사소통 기술, 불안 등의 정서적인 문제 등에서 긍

정적인 효과를 얻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학교폭력 등의 청소년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치료적인 개입을 하기에 앞서 또래상담활동을 통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미

연에 방지하고, 문제 발생을 사전에 막는 예방적인 효과도 있다.  

3) 학급 및 학교

학급 내 또래상담자가 소속된 학급은 학급생활태도와 학급 분위기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고 학급의 환경 분위기, 상호신뢰, 사기진작, 의사소통이 향상되었다(한길자, 2000; 

채연희, 2003). 또한 고등학교 또래상담자가 활동을 한 학급이 독서상담 프로그램을 실

시한 학급이나 일반학급에 비해서 학급응집력과 학교생활만족도에 있어서 상승의 폭이 

컸다(최혜숙, 이현림, 2005). 나아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14)은 이러한 변화가 또

래상담자들로 인해서 변화하는 지를 알아보고자 또래상담자가 배치된 학급과 또래상담

자가 배치되지 않은 학급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도를 학기초와 학기말에 비교하였다. 

그 결과, 또래상담자가 배치된 학급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도는 학기 초에 비해 학기말

에 높아진 반면, 또래상담자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생활만족도는 학기 초나 학기말에 차

이가 없었다. 이는 또래상담자의 활동이 학급 친구들의 학교생활만족도를 높여 긍정적

인 학교 분위기를 형성했음을 보여준다(뉴시스, 2014). 이러한 결과는 또래상담자가 또

래상담 교육이나 활동 전보다 이후에 대인관계 능력, 공감능력, 의사소통 능력, 리더십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정인호, 2003; 최현주, 2003;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

발원, 2014) 또래상담자가 학생들을 보다 공감하고, 이해하고, 이끌어 줌으로써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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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학급 분위기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또래상담은 친구를 돕고 함께 성장하는 노력을 하게 함으로써 ‘나-중심

(me-ism)의 개인적 문화’에서 ‘우리-중심(we-ism)의 공동체 문화’로의 전환을 유도

하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육성하는데 기여한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또래의 인정과 

지지에 큰 영향을 받는 청소년의 특성에 적합한 또래상담활동은 청소년이 발달 과정에

서 겪을 수 있는 문제의 예방차원에서 의의를 갖는다(이남희, 2005).

 2-3. 또래상담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갈수록 심화되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년 단위로 학교폭력 예

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을 실시하고 있다. 2005년부터 실시된 ‘학교폭력 1차 5개년 계

획’은 인프라구축을 주된 목표로 진행하였으나 학교폭력은 증가추세를 벗어나지 못하

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0년부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차 5개년 계획’이 진행 

중에 있다. 

2차 5개년 계획에서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학생 스스로 

학교폭력을 자정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전국 중학교를 대상으로 또

래상담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보급 사업은 또래상담 기능 강화와 또래상담 확대 

운영을 통해 학교폭력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학교폭력 위험요인에 대한 

조기발견과 적절한 개입을 통한 예방적 차원의 접근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은 정상적인 발달과정 안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

러한 어려움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서는 주변의 지지적인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또래관계의 폭이 넓어지고 그 영향력이 높아지는 청소년기에는 또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은 또래상담이 학교폭

력 예방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는 또 다른 이유이다.

현실적으로 정의적 영역의 교육활동 일환으로 상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학

교현장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소수의 상담교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

할 수 있는 청소년 문제의 예방 및 성장·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준전문가의 양성이 필

요하다. 역량을 갖춘 또래상담자가 학교폭력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교실에서 또래갈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문제발생시 조기 개입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은 물론 긍정적인 

학급 및 학교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 Tip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또래상담 발전과정에 따라 또래상담 프로그램 및 현장 

적용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관련 간행물을 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료는 「한국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홈페이지(www.kyci.or.kr) 전자도서관」 메뉴에서 ‘또래상담’

을 키워드로 하여 검색 및 확인할 수 있으며, 다양한 연구 자료를 통해 또래상담의 의

미 및 효과, 프로그램 구성 내용을 이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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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획단계

교사(학교 관계자)가 학교에서 또래상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였다면 각 학교 환경

에 맞추어 또래상담을 운영하기 위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기획단계

에서는 또래상담 운영학교 및 또래상담 지도교사와 관련된 사항과 대외적으로 또래상담 

운영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계자원에 관한 사항이 제시되어있다. 본 장은 교사가 

학교에 또래상담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1. 학교 대상 기획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또래상담이 시작되는 계기는 교사 1인이 또래상담의 효과와 필

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학교에 도입하는 것이다. 또래상담의 필요성을 인식한 교사가 학

교에 또래상담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학교장을 포함한 학교 구성원에게 또래상담을 알

리고, 또래상담 운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또래상담이 학교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또래상담 운영 계획 수립과 함께 인적·재정적 자원의 확보가 필요

하다. 

 1-1. 학교장의 허가

학교에서 또래상담이 실제로 진행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에 앞서 중요한 것

은 바로 학교장의 동의 및 협조이다. 또래상담을 학교에 처음 도입하거나 또래상담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모두 학교장의 허가와 협조는 또래상담 운영에 필요

한 인적·재정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학교장이 협조적이라면 

또래상담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 장소 등의 필요한 자원 확보가 보다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학교장이 또래상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허가하지 않는 

경우라면 필요한 자원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기 보

다는 또래상담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홍보와 설득, 그리고 또래상담의 효과를 설명하

면서 단계적으로 학교장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다.

1) 학교장이 협조적인 경우

학교장이 또래상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협조적인 경우라면 예산 확보, 또래

상담반 장소 마련 등 운영에 필요한 자원 확보가 수월하다. 학교장의 동의와 협조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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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학교장 및 학교 관계자에게 또래상담을 홍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또래상담 홍보자료

(포스터, 리플렛, 홍보영상)를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홍보 자료는 한국청소년상담복

지개발원이나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하단의 사이트

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인하고 난 이후의 과정도 중요한데 교사가 이후의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학교장의 이

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초반의 협조적인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학교장에게 정기적으로 또래상담 운영의 진행상황과 활동성과를 보고함으

로써 지속적인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가능하면 또래상담 프로그램 

교육 수료식 및 또래상담자 임명식 등과 같은 자리에 학교장이 참석하도록 하여 협조체

계를 강화하면 교내 또래상담 정착에 더욱 효과적이다.

2) 학교장이 비협조적인 경우

학교장이 또래상담 운영에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협조적이지 않더라도, 교사가 낙담

하여 또래상담 운영 자체를 포기하지 말고 소규모로라도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실제로 또래상담을 운영해보기 전까지는 그 효과와 유용성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또래상담 지도교사가 소신을 가지고 실질적인 운영 성과 및 효과를 쌓아간

다면 학교장 및 학교 구성원과 또래상담의 중요성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성공적으로 또래상담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사례와 학교 내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또

래상담활동 내용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홍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내 또래상담 홍보 

방안으로 다음 몇 가지를 참고할 수 있다. 

①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관련 게시판을 활용하여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또래상

담활동 내용을 수시로 업데이트한다. 교사가 학생들과 역할분담을 하여 활동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기록하도록 할 수 있다. 홈페이지 이외에도 또래상담활동을 

알릴 수 있는 소식지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배부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새 학기가 시작되는 시기에 교무과장, 교감 선생님 등을 대상으로 또래상담 운영의 

효과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해당 학교 내에서도 또래상담 활성화가 필요함을 설명함

으로써 교내 관리자가 또래상담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전 교직원이 참여하는 연수시간 등을 활용하여 또래상담의 의미와 또래상담자의 역

할, 또래상담활동 효과 등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또래상담지도교사는 학교 구성원

이 또래상담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하여, 교내 또래상담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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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홈페이지(www.kyci.or.kr) 

2. 또래상담 홈페이지(www.peer.or.kr)

<또래상담 홍보 포스터 및 리플렛>

또래상담 책임교사 구분 또래상담 지도교사

또래상담반 운영 총괄, 각 학급 담임교

사와의 업무 연계, 생활기록부 입력, 예산 

및 행정업무 관리 등

역 할

또래상담 프로그램 교육 실시, 또래상담

활동 기획 및 운영, 또래상담 DB 입력, 또래상

담반 관리 및 사례지도, 교내 또래상담 홍보 등

 1-2. 또래상담지도교사 배치

학교에서 또래상담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교육하고 또래상담활동

을 지도할 수 있는 담당교사가 1명 이상 배치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또래상담자를 훈련

시키고 관리 및 지도하는 역할을 하는 현직교사를 ‘또래상담 지도교사’로 지칭한다. 

체계적인 또래상담 운영을 위하여 가능하면 또래상담 책임교사와 또래상담지도교사 2인 

체제 구성을 권장한다. 책임교사와 지도교사의 역할은 <표 6>과 같다. 특히 또래상담지

도교사가 NIES 시스템 및 학교 행정을 이용하는데 제한이 있을 경우 상담 관련 부서의 

부장교사가 또래상담 책임교사의 역할을 해준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또래상담반을 운영

할 수 있다.  

<표 6> 또래상담 책임교사와 지도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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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또래상담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교사가 없을 경우에는,

1) 또래상담자를 양성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자체적으로 또래상담지도자를 초빙하여 교육 할 수 있다. 

2) 상담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학생들의 신임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성품을 지

니고 있으며, 또래상담에 대한 열정을 가진 교사가 또래상담 활동을 지도할 수 있다. 

또래상담은 일회성 교육이 아닌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학생자치활동이기 때문에 일련

의 또래상담활동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담당교사가 필요하고, 또래상담을 담당하는 교

사는 또래상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또래상담을 운영하고자 

하는 교사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개발·보급하고 있는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청

소년에게 지도할 수 있는 또래상담지도자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또래상담 지도자 자격

을 취득하여야 한다. 또래상담지도자 교육과정의 내용은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또래상담지도자과정 교육 내용

구 분 기본과정 심화과정 

교육명 솔리언또래상담 지도자과정(기본) 솔리언또래상담 지도자과정(심화)

교육시간 12~15시간 내외 최소 8시간 이상 

교육내용

또래상담사업 소개, 학교폭력의 이해, 또

래상담 프로그램 지도방법, 학교 내 또래

상담반 운영, 또래상담 DB 시스템 이용

방법 등

성장하는 또래상담자, 정서적 지지자, 조

력자, 문제해결자, 학교 공감배려 문화촉

진자, 지역사회 공감배려 문화촉진자 

신청방법 

또래상담 운영학교로 선정된 경우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개설하는 

또래상담 지도자 과정을 수강할 수 있으며, 운영학교로 선정되지 않은 경

우라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연수원 사이트

(http://edu.kyci.or.kr/)를 통해 또래상담 전문지도자가 개설하는 과정을 수강

할 수 있다. 

기타

※ 또래상담 프로그램 웹교재 및 워크시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홈페이지

(www.kyci.or.kr) 및 또래상담 홈페이지(www.peer.or.kr)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  

  (지도자과정 이수 후 안내받은 인증번호 필요)

※ 또래상담 지도자과정 수료증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연수원

   (http://edu.kyci.or.kr/)의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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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의 목표 :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서 대화를 이끌고,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또래

상담자 양성

- 중장기 목표 : 또래상담활동 활성화를 통하여 또래관계를 포함한 학교생활만족도 

향상 및 공감·배려 문화 확산으로 ‘가고 싶은 학교 만들기’에 기여

1-3. 또래상담 운영계획서 작성

또래상담지도교사가 효율적으로 또래상담반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운영계획서

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래상담 운영계획서는 학교장에게 또래상담 운영 허가를 

요청하거나, 해당년도 운영계획을 보고해야 하는 경우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그리

고 학교 내부적으로 학사 행정과 관련해서도 사전에 또래상담 교육 및 활동에 대한 계

획을 세워 학사일정에 반영할 수 있고, 학교의 요구사항을 활동내용에 반영할 수도 있

다. 사전 조율을 통해 또래상담활동이 학교의 요구를 충족시킨다면, 또래상담에 대한 학

교 관계자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만드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또래상담 운영 계획서에 기

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의 내용을 반영하여 학교 양식에 적

합하게 운영계획서를 구성할 수 있다.

1) 또래상담 운영 목표

학교에서 또래상담자에게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지를 근거로 하여 또래상담 운영 목표

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교에서 또래상담자는 또래의 고민을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정서적 지지자’, 또래 간에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갈등 및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함께 찾는 ‘또래해결자’, 또래관계 및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친구

에게 직접적인 도움행동을 제공하는 ‘또래조력자’, 그리고 학교 및 지역사회에 공감

과 배려의 문화를 형성하는 ‘공동체문화 촉진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학교의 다양한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또래학급지도, 저학년 학생 도우미, 약물 오·남

용 예방 및 교정을 위한 활동가 등의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또래상담자가 이

와 같이 다양한 역할을 단기간에, 그리고 동시에 수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

므로 해당년도의 목표와 중장기 목표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시 1> 또래상담 운영 목표

2) 또래상담의 필요성

학교장 및 학교 관계자가 또래상담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려면 또래상담이 학교에 

도입 및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를 가능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운영계획서 작성 시 또래상담의 이해, 학교폭력과 또래상담 및 또래상담의 효과 등을 

참고로 하여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 이 때 학교의 현황 및 특성을 반영하여 작성한다

면 학교 환경에 보다 적합한 운영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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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고민 대상 1순위는 ‘또래’로, 학교 안에 친구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좋

은 친구로서의 또래상담자 역할 필요

-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국 초·중·

고등학교에 또래상담 확대 운영

- 청소년이 가지는 고민과 또래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심각

해지기 이전에 개입할 수 있는 대안으로써 또래상담 적용

영

역
활동내용

실시시기(월)
비고

3 4 5 6 7 8 9 10 11 12 1 2

양

성 

과

정

또래상담반 모집 홍보 ●

또래상담반 인원 선발 ●

또래상담 프로그램 교육(12시간) ● ●

고민 들어주기 ● ● ● ● ● ● ● ● ● ●

상

담

활

동

상담전문가, 교사 연계하기 ● ● ● ● ● ● ● ● ● ●

이동수업 할 때 함께 가주기 ● ● ● ● ● ● ● ● ● ●

조퇴/결석한 친구에게 문자하기 ● ● ● ● ● ● ● ● ● ●

다른 친구들 소개시켜주기 ● ● ● ● ● ● ● ● ● ●

학교생활 안내해주기(전학생) ● ● ● ● ● ● ● ● ● ●

생일 축하 메일 및 문자 보내기 ● ● ● ● ● ● ● ● ● ●

<예시 2> 또래상담의 필요성

3) 또래상담 프로그램 교육 및 또래상담활동 계획

또래상담 운영은 또래상담자로 활동할 의사가 있는 학생을 선발하여 또래상담반을 구

성하는 과정, 또래상담활동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는 교육 과정, 그리고 다양한 또래상

담활동을 실시하는 과정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학사일정과 조화를 이루

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기 또는 년 단위의 활동계획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활동에 따라 

소요예산이 필요한 경우, 학교예산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또래상담반 운영계획

서 작성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제시된 예시를 참고하여 또래상담 연간 운영계획과 

같이 전반적인 일정을 수립한 후에 각 활동에 대한 개요 및 세부내용을 첨부하여 계획

서를 작성한다.

<예시 3> 또래상담 연간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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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활

동

교내 홍보 부스 운영 ●

수호천사의 날 ● ● ● ● ● ● ●

사과Day ●

명언카드 만들어 게시하기 ● ●

또래상담 사례지도 ● ● ● ● ● ● ● ●

또래상담 심화교육 ●

고운 말 쓰기 캠페인 활동 ● ● ● ●

교직원 학교폭력 예방 특강 ●

또래상담자 지역 연합 활동 ●

학부모 특강(2회) ● ●

또래상담 우수사례 공모전 ● ●

전국 또래상담 보고대회 ●

활동집 제작하기 ●

4) 소요예산

또래상담 운영에 필요한 예산항목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확

보할 것인지 구상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이 때 구체적인 소요예산 금액은 학교 내부에

서 규정해놓은 회계 처리 기준을 근거로 한다. 학교에서 또래상담반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주로 다음과 같은 분야와 관련되는 경우가 많다.

- 또래상담 교육 및 활동 중 학생들에게 제공할 간식 구입비

- 또래상담자가 학교 친구들에게 또래상담반을 홍보하고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활동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사탕, 과자 등의 구입비

- 학교에 또래상담지도자가 없을 경우, 외부에서 섭외한 또래상담지도자를 통해 또래

상담 기본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강사비

- 교내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등의 또래상담활동에 필요한 물품 제작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

- 또래상담 프로그램 교육 때 제공되는 워크시트, 자료 및 유인물 관련 제작비

- 교내 우수 또래상담자에 대한 시상을 할 경우 지급할 상품 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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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또래상담 운영 자원 확보

학교에서 또래상담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또래상담반을 지도 및 관리해줄 지도교사와 

또래상담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에 참여할 학생, 안정적으로 또래상담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  또래상담 교육 및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예산, 또래상담활동에 참여

하는 학생 및 교사를 위한 보상체계, 그리고 담임교사를 포함한 학교관계자의 관심과 

격려 등의 자원이 폭넓게 필요하다. 또래상담 지도교사는 이러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고, 학교환경에 적합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운영 예산 확보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교내 계발활동(CA) 및 동아리의 형태로 또

래상담반을 운영한다. 학교에 따라 별도의 운영비가 책정되는 경우도 있고, 교내 상담실 

운영비의 일부를 또래상담반 운영비로 충당하는 경우도 있으며, 특별히 책정된 예산 없

이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 교내 계발활동(CA) 형태로 또래상담을 운영할 경우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른 CA반과의 형평성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또래상담 운영을 단위사업으로 추진하여 학기 초 예산을 계획

할 때 또래상담 운영계획서 및 사업비 계획안을 올려 학교 예산에 또래상담 운영 항목

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학교 내 예산을 확보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교내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과 별도로 교육청에서 매년 또래상담 운영학교를 대상으

로 지원하는 운영비를 신청하여 교부받을 수 있다. 시·도 교육청은 매년 또래상담 운

영학교 선정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하

여 심사과정을 거친 후, 해당년도에 책정된 운영비를 학교로 교부한다. 이를 위하여 교

육청은 학교의 상담인력 배치 현황, 전년도 사업운영 실적 등을 포함한 학교별 사업계

획서가 또래상담 운영학교 심사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학기 시작에 맞추어 

학교 선정이 이루어지고, 이에 앞서 교육청은 또래상담 운영학교 선정 계획 및 신청 접

수와 관련된 내용을 공문으로 관내 학교에 배포한다. 따라서 또래상담 지도교사는 해당 

공문 내용을 참고하여 외부에서 지원하는 또래상담 운영비를 확보할 수 있다.

또래상담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학생자치활동 혹은 동

아리 활동 지원금을 교부받는 것이다. 해당 지원금은 학기 초에 각 학교에 공문을 통해 

신청 접수를 받고 일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지원금을 교부한다. 또래상담 지도교사가 또

래상담 운영계획서를 사전에 작성해놓는다면 해당 공문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신청절차

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2) 시간 확보

또래상담반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또래상담자를 양성하기 위한 또래상담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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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내용

CA 시간

활용

매주, 격주, 매월로 진행되는 학교의 공식적인 CA 시간을 활용하여 또래상담 교

육 및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또래상담자가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도 된다

는 이점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2~3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교육 및 활동을 하게 

될 경우 훈련의 연속성이 부족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도교사와 또래상

담자의 합의에 따라 정규 CA 시간 이외의 시간에 모임을 갖기도 한다. 그리고 학

생들은 학년마다 다른 CA 활동을 선택할 수 있어, 다음 해에 또래상담반에 가입

하지 않는 경우 숙련된 또래상담자 양성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CA 활동을 근간

으로 하여 또래상담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짐에 따라 상설 동아리반의 형

태로 전환하여 또래상담반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방과후 및 

자율학습

시간

활용

CA 시간을 활용할 경우 동일한 학생을 대상으로 또래상담반을 지속적이고 체계적

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벗어나기 위하여 교내 동아리 활동으로 또래상담

반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학과외 시간에 또래상담활동을 하게 되

므로 또래상담 지도교사뿐만 아니라 또래상담자 모두의 개인시간을 투자하는 것과 

같은 헌신이 필요하다.

방학 기간

활용

방학을 이용하여 집중적으로 또래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이 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거나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의 유

관기관과 협력하여 진행할 수도 있는데, 이는 학교에 또래상담지도자 자격을 소지

한 교사의 배치 유무 및 협력 가능한 기관 확보 여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방

학 기간을 이용하여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또래상담자를 양성하는 방법은 

교육 진행 면에서는 효율적인 이점이 있지만, 일회성 교육으로 끝날 수 있다는 한

계가 있다. 따라서 집중교육을 통한 훈련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또래상담활

동을 통한 긍정적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교육 이후 정기적인 활동시간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램 교육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본교육 이후에 학교에서 또래상담활동

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한 활동준비 및 심화교육 을 위한 시간도 확보할 수 있어야 한

다. 매 주 정해진 시간에 맞춰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라도 정기

적으로 또래상담 교육 및 활동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실

제로 활용하고 있는 또래상담 운영시간 확보 방법을 다음 <표 8>에 제시하였다.

<표 8> 학교 내 또래상담 운영시간 확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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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내용

또래상담

수료증

또래상담 프로그램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에 대한 증서를 수여하고, 또래상담 배지를 

제공함으로써 또래상담자라는 것에 대한 명예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수료증은 한

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관리하는 또래상담 DB 시스템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급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또래상담자 

임명장 

또래상담 프로그램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교내 또래상담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 명의로 발급한 또래상담자 임명장을 제작하여 수여할 수 있

다.

봉사활동

시간

인정

또래의 고민을 들어주고 문제해결을 도와주는 또래상담자의 상담활동, 학교 내 건전

한 또래문화 형성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캠페인 활동 등의 다양한 또래상담활동

은 의미 있는 봉사활동이다. 따라서 상담일지를 근거로 하여 봉사점수를 인정할 수 

3) 장소 확보

또래상담 교육 및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또래상담자가 모

일 수 있는 일정한 공간이 학교 내에 확보되어야 한다. 부득이하게 상황과 여건에 따라 

매번 다른 공간에서 또래상담자 모임을 진행할 수 있지만, 이러한 불안정한 또래상담 

운영 환경은 또래상담자의 안정감 및 소속감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일반적

으로 담임교사 및 관계자의 협조 하에 학급교실 혹은 교내 상담실을 또래상담자 모임을 

위한 공간으로 확보하여 활용한다. 학교의 여건이 되는 경우 또래상담반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4) 보상체계 확보

또래상담 교육 및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대인관계가 향상되고, 의사소통능력, 자아존중

감 등의 개인내적 역량이 강화되는 것이 또래상담자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보상이라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또래상담 교육 및 활동의 내용은 긍정적인 자기개념, 자아존중

감, 의사소통능력, 사회성, 리더십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고, 

또래상담자가 스스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의미 있는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래상담 교육 및 활동을 통한 심리적인 보상 이외에 제도적인 차원에서 또래상담 지

도교사와 또래상담자에게 줄 수 있는 보상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제도적인 보상은 

학교 절차에 맞게 또래상담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방법과 대

외적인 시상을 통한 방법을 통해 제공된다. 이와 같은 보상은 또래상담자가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과정에 활용 가능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9>에 제시된 다양한 형태

의 제도적 보상 방법을 참고하여 각 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표 9> 또래상담 제도적 보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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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를 위해서는 봉사활동으로 인정되는 활동 범위, 인정시간, 인정방법 등의 내

용을 학교 관계자와 협의하여 학교 교육계획 등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외체험

활동인정

또래상담 프로그램 교육과정 수료 후 발급되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직인이 날

인된 수료증, 또래상담과 관련된 대외적인 행사에 참여한 후 발급되는 수료증 등은 

학교생활기록부에 해당 내용을 기재할 수 있다.

생활기록부

기재

학교생활기록부의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및 창의적 체험 활동에 관한 내용을 기입

하는 항목에 또래상담 교육 및 활동 내용을 기재할 수 있다. 

교내 시상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우수 또래상담자에 대한 시상을 수여하는 경우도 있다. 학교장 

명의의 상장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교내 주최·주관 수상내역으로 기재할 수 있다.

표창 등 

대외 시상

매년 우수 또래상담지도교사 및 또래상담자를 대상으로 교육부장관 표창,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장 표창 등을 수여한다. 또한 전국단위로 개최

되는 또래상담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선발된 또래상담자에게 교육부장관상, 여성가족

부장관상,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장상을 수여한다. 이외에도 한국청소년상담복지

개발원에서 주최하는 또래상담 UCC 공모전, 각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주최

하는 또래상담 우수사례 공모전 등이 진행된다.

5) 교내 인적자원 확보

또래상담자의 양성과 지속적인 활동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또래상담 지도

교사 외에도 담임 및 관련 교사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교내의 다른 선생님들이 또

래상담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취지와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한다면 또래상담이 활성

화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동료 교사에게 또래상담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또래상담 지도교사가 평소에 

지속적인 신뢰를 쌓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교직원연수 등의 자리를 통해 또래상

담에 대한 교육과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또래상담의 효과성 및 중요성을 피력하는 방법

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학교운영소식지 및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에 또래상담활

동 내용을 게재하여 알릴 수 있다.

또래상담자가 각 학급 및 교내에서 또래상담활동을 하려면 담임교사가 또래상담에 대

해 인식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담임교사를 통해서 또래상담자 역할에 적합한 우수한 

인재를 추천받을 수도 있고, 또래상담자의 역할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또래상담 지도교사가 상담교사가 아닌 경우, 교내 상담교사와의 협력도 중요하다. 또

래상담자가 또래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로 연

계를 할 수 있고, 또래상담자가 상담에 대한 조언을 필요로 할 때 상담교사에게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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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교내 교사의 또래상담 요청시 유의할 점

또래상담에 대한 인식은 있지만 그 취지와 활동목적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을 경우, 담임교사 혹은 관련 교사가 학급 내 특정 학생의 상황이나 교사가 확인하기 어

려운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또래상담을 활용하려고 할 수 있다. 또래상

담자로부터 특정 학생의 정보를 입수하려는 교사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만약 교사

가 또래상담자에게 정보전달자의 역할을 부여하게 될 경우, 또래상담자와 주변 또래 간의 

관계 악화 및 또래상담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교사의 또래

상담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요청할 수도 있다.

또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또래상담 지도교사의 전근으로 인하여 또래상담 운영이 중

단되거나 연속성이 약화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또래상담 운영을 담당

할 수 있는 후임교사와의 연계체계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2. 연계기관 대상 기획

 2-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계

학교 중심으로 또래상담이 운영될 때 교내 또래상담 지도교사만으로 또래상담반 운영

이 가능하다면 가장 이상적인 환경이 될 것이다. 하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이와 같은 

여건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또래상담 운영학교로 선정되어 또래상담지도교사 교육을 

받은 대다수의 교사들은 일반교사와 동일하게 수업시수, 기타 업무 등을 동시에 담당하

고 있기 때문에 또래상담반 운영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많은 학교의 경우, 원활한 또래상담반 운영을 위해 특히 학교에 또래상담을 처음 도입하

여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의 유관기관과 연계가 필요하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또래상담과 관련하여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

하는 것과 함께 또래상담자 및 또래상담지도자 실적 관리, 또래상담 표창 및 우수사례 

시상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따라서 또래상담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문

의가 있는 경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을 이용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시도 및 시군구 단위 지자체 내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다. 지역에 따라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청소년육성센터,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 

내 상담실 등 그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 청소년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상담, 심리검사, 

1388 청소년전화상담,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대다수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또래상담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학교 자체 자원으로

만 운영이 어려운 경우, 학교가 위치한 지역 내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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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역 상황에 따라 또래상담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기관도 

있으므로 학교에서 임의로 연계 계획을 수립할 경우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따라

서 학교의 또래상담 운영 계획에 기관과의 연계가 포함되어야 한다면 반드시 기관 담당

자와 사전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래상담 지도교사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학교에서 지원받을 수 있

는 사항을 알고 이를 학교 또래상담 운영 방안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해당

년도에 또래상담 운영학교로 선정된 학교라면 보다 원활하게 연계방안을 모색할 수 있

을 것이다.

1) 상담연계

또래상담을 통해 또래 간의 고민을 나누고 함께 해결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또래상담

자의 힘만으로는 다루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때 학교 내의 또래상담지도교

사에게 일차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만 또래상담지도교사가 사례를 다루기 어렵거

나 학생이 학교 내의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경

우 또래상담자는 지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또래상

담 지도교사는 또래끼리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나 또래상담자가 어려움을 느낄 

때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보를 또래상담자에게 충분히 전달해야 한다.

2) 봉사활동 및 지역사회연계활동

또래상담활동은 교내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각 지역의 청소

년상담복지센터, 정신보건센터 및 경찰서 등과 같은 기관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을 진행할 경우 또래상담자가 참여할 수 있다. 활동의 내용은 지역 내 건전한 청소

년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활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교육 활동, 또래상담자

를 위한 지역연합캠프 및 사례지도 등이다. 해당 정보는 활동을 주관하는 각 기관에서 

일정한 방법(홈페이지 공지, 공문발송 등)으로 공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또래상담 

지도교사 및 또래상담자가 지역 내 관련기관의 활동에 평소에 관심을 가진다면 보다 폭

넓은 활동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또래상담 지도교사는 또래상담 운영 계획을 세울 때, 

지역 내 관련기관에 해당년도의 활동을 사전에 문의하고, 이를 교내 또래상담반 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또래상담자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 것에 대한 확인서를 활동주관기관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교외체험활동 및 봉사활동시간 등의 내용으로 학교생활기

록부에 반영할 수 있다. 또한 교내에서 또래상담활동에 대하여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

받기 어렵다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같은 외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또래상담활동을 

공식적인 활동으로 인정받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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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또래상담 운영지원 자원

⦁ 또래상담과 관련된 직접적인 지원(강사, 교재 등)이 필요한 경우 : 한국청소년상담복

지센터 및 지역 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문의

⦁ 또래상담자 및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지역 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상담 관련기관에 학교와 연

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문의 가능

⦁ 또래상담자의 대외활동(기관방문, 지역연계 봉사활동 등)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경우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지역 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의 상담 관련기관과 함께 

지역의 경찰서, 복지시설 등의 공공기관에 또래상담자가 참여할 수 있는 행사에 대

한 정보 문의 가능

3) 전문 인력 지원

학교 중심의 또래상담 운영은 교내 또래상담 지도교사가 주축이 되어 또래상담자를 

양성하고 활동을 지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지도교사만으로 운영이 어려운 

경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또래상담 사업 담당자 혹은 또래상담지도자 자격을 소지한 

자원봉사자 등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은 또래상담 프로그램 교육 지

원과 교내 또래상담 사업 소개 등이 있다. 교내 또래상담자 인원이 너무 많아 1인의 교

사 혼자 교육을 운영하기 어렵거나 학교의 또래상담 지도교사가 또래상담지도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아서 교육을 운영할 수 없을 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

다. 또래상담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파견해줄 것을 요청하는 방

법과 전문 인력 섭외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학교에서 또래상담 운영을 기획

하는 단계에서 학교관리자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사업 설명을 할 때 실무자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문 인력 지원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사전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4) 기타 지원 

또래상담 지도교사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또래상담 프로그램 교육과정을 이수

한 또래상담자에게 배부할 또래상담 수첩과 배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또래상담활동으로 상담 관련 기관 방문이 필요할 경우 지역 내 청소년상담

복지센터를 포함한 관련기관에서 운영하는 기관 방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시

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또래상담 지역연합회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연합회에 참여

하여 폭넓은 또래상담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지원 또한 청소년상담복

지센터의 담당자에게 사전 문의 및 협의를 통해 활용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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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래상담홈페이지 주소 www.peer.or.kr

2-2. 또래상담홈페이지 활용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또래상담 지도교사 및 또래상담

자의 원활한 정보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1) 교육 자료

또래상담지도교사가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교육할 때 사용하는 웹교재는 한국청소년상

담복지개발원 홈페이지(www.kyci.or.kr)나 또래상담 홈페이지(www.peer.or.kr)를 통해 다

운로드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웹교재 안에 들어 있는 동영상을 고화질로 별도의 파

일로 업로드 하여 또래상담지도교사가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래상담 

심화 프로그램에 관한 교육자료 및 또래상담자를 지도할 때 활용 가능한 다양한 콘텐츠 

역시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다.

2) 홍보 자료

또래상담과 관련된 대외적인 언론보도자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제작한 또

래상담 홍보 동영상 등이 수시로 업데이트 되므로 또래상담 지도교사는 해당 콘텐츠를 

활용하여 학교에서 필요한 자료를 만들 수 있다.

3) 공모전 및 행사 정보

또래상담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정기적으로 또래상담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 및 행사를 진행한다. ‘또래상담 UCC 공모전’, ‘또래상담 우

수사례 공모전’, ‘전국 또래상담 보고대회’ 등의 공식적인 행사 이외에도 매 달 홈

페이지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다. 다양한 공모전과 행사 일정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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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월 5월 6월

 또래상담반 모집 
홍보

 또래상담반 신청서 
접수

 신규또래상담자 
선발 및 기존 
또래상담자 관리

 또래상담반 
오리엔테이션

 신규또래상담자 
기본교육

 기존또래상담자 
심화교육 

 또래상담사전평가

 신규또래상담자 
기본교육

 기존또래상담자 
심화교육 

 신규또래상담자 
기본교육 수료식

 또래고민상자 제작 
및 설치

7월 8월 9월 10월

 또래고민상자 홍보
 여름방학

 개학
 또래상담자 

역량강화 교육

 또래상담자 
역량강화 교육

 또래상담활동 
주간(애플데이) 준비 
및 실시

11월 12월 1월 2월

 또래상담 
UCC/역할극 

  제작 및 연습

 또래상담반 발표회
 우수또래상담자 

선정 및 시상
 또래상담사후평가

 연간 진행된 
또래상담 사례 및 
활동 정리

 기존또래상담자 
학급배정

 또래상담활동 연중 
계획 작성

 또래상담반 홍보 
계획 및 준비

Ⅲ. 초등학교 운영단계

또래상담 지도교사는 기획단계에서 기획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또래상담반 구성, 또래상

담자 양성 교육, 또래상담활동 지도 및 사례관리 등 일련의 과정을 실제로 운영해야 한다. 교사가 

또래상담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단계에서는 학교의 실제 또래상담 운영 

사례를 토대로 하여 구체적인 지도방법을 제시하였다. 특히 초·중·고등학생의 발달특성의 차이

를 고려하여 학교급 별로 또래상담 운영의 방향과 지도방법을 제시하였다. 학교의 여건에 따라 실

제 또래상담 운영은 학교마다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또래상담 지도교사는 운영단계

에서 제시하는 지도방법을 참고하여 학교 여건에 맞게 수정하거나 다른 방법을 추가할 수 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목적은 원만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본 자질을 습득하

는 것이다. 따라서 초등학교는 교육을 통해 몸과 마음이 균형 있게 자랄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일상생활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길러주어야 하며, 자신의 생각과 느

낌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경험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또래상담 프로그램은 나와 친구를 이해하고, 

감정을 올바르게 표현하고 인식하는 법을 배우며,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갈등 및 문제 상황을 

현명하게 해결하는 과정을 훈련하도록 구성되어있다. 따라서 초등학교에서 또래상담을 운영할 때

에는 또래상담자가 갖추어야 하는 마음가짐과 대인관계 기술을 체득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예시 4> 초등학교 또래상담 운영 연간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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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내용

포스터 및 

게시물 부착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공식적으로 배포하는 또래상담 포스터를 교내 게

시 공간에 부착, 또래상담 포스터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혹은 지역 청소

년상담복지센터에 요청하여 실물을 수령하거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홈페

이지 및 또래상담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하여 사용 가능

- 직접 제작한 또래상담 홍보 포스터 및 게시물을 교내 게시 공간에 부착하여 홍

보, 기존에 활동 중인 또래상담자가 있을 경우 또래상담자와 함께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거나 또래상담지도교사가 직접 제작

Ⅲ-1. 초등학교 또래상담자 양성단계

또래상담자 양성단계는 학교에서 또래상담을 운영하기 위해 꼭 필요한 또래상담반을 

구성하는 단계이다. 또래상담 지도교사는 또래상담자가 되고자 하는 학생을 모집하여 

또래상담자 훈련 프로그램을 교육하고, 지속적으로 또래상담활동을 하는 것에 동의를 

한 또래상담자들을 또래상담반으로 조직하는 일련의 과정을 양성단계에서 진행해야 한

다. 특히 초등학교는 또래상담을 처음으로 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관심을 가

질 수 있도록 또래상담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1. 또래상담자 모집과 선발

 1-1. 또래상담자 모집을 위한 홍보

좋은 또래상담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자질이 있는 학생을 모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내에서 적극적으로 또래상담을 홍보하여 인지도를 높여 많은 학생들이 또

래상담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 안에서의 또래상담자 모

집을 위한 홍보는 일반 학생 및 교사에게도 또래상담을 인식하게 하여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또래상담자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기회이기도 하다.

또래상담을 홍보할 때 또래상담의 의미, 프로그램 내용, 교내 활동계획 및 또래상담

의 효과 등의 내용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또래상담을 홍보하

는 다양한 방법과 또래상담자 모집을 하기 위해 협조가 필요한 학부모와 교사 등을 대

상으로 홍보하기 위한 방법을 <표 10>과 <표 11>에 각각 제시하였다. 초등학교 시기는 

자녀의 학교 활동에 부모님의 관심과 지원이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또래상담을 알리고, 구체적인 또래상담 활동의 내용 및 효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10> 교내 또래상담 홍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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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물 배포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공식적으로 배포하는 또래상담 리플릿을 활용, 또

래상담 리플릿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혹은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지

원 요청 가능

- 지원받을 수 있는 공식 리플릿의 수량은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전교생을 대상으

로 유인물을 배포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식 리플릿을 근거로 하여 학교 자체적으

로 제작하여 활용, 공식 리플릿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홈페이지 및 또래상

담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

또래상담

홍보영상 

활용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제작한 또래상담 소개 영상, 홍보 영상 등의 콘텐

츠를 조회시간이나 점심시간에 방송하여 홍보, 또래상담 관련 콘텐츠는 또래상담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

학교

홈페이지

활용

- 학교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통해 또래상담반 개설 소식 및 또래상담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

- 또래상담지도교사가 자체적으로 학교 또래상담반을 위한 온라인 공간(블로그, 카

페, 홈페이지 등)을 개설하여 활용 가능

담임교사의 

협조를 통한 

홍보

- 각 담임교사에게 또래상담반 개설 및 또래상담자 모집에 관한 홍보와 관련하여 

협조를 구한 후, 조회·종례 시간 등을 활용하여 담임교사가 직접 홍보 내용을 

전달하거나 또래상담지도교사가 각 교실을 순회하며 홍보

- 각 담임교사의 협조를 구한 후, 또래상담 홍보물을 제작하여 각 교실에 부착하여 

홍보 

학교 

소식지 및

안내책자 

활용

-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소식지 및 안내책자가 있을 경우, 간행물 안에 또

래상담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여 홍보, 기존에 학교에서 진행한 또래상담 활동

과 관련된 자료가 없을 경우 또래상담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진 자료 활용 가능

대상 방법 내용

학

부

모

가정통신문

- 또래상담에 대한 소개, 또래상담자 모집 안내, 또래상담활동내용 및 

활동효과 등의 내용을 가정통신문으로 작성하여 발송

- 자녀의 또래상담 활동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용도, 교내 또래상담 

활동 소식을 제공하고 홍보하는 용도 등 가정통신문 발송 목적에 

따라 내용 구성 

학부모 모임

- 일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모임에서 또래상담을 소개하는 시간

을 마련하여 교내 또래상담 활동 홍보

- 자녀가 또래상담자이거나 또래상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학부모 

모임을 별도로 개최하여 또래상담 소개

교사 교사전용 메신저
- 교내에서 사용하는 메신저를 통해 또래상담 모집 기간, 또래상담자 

추천 요청, 또래상담 활동 일정 등에 대한 내용 공지

<표 11> 대상별 또래상담 홍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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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회의 및 

교사교육

- 공식적으로 교사가 모이는 시간을 활용하여 또래상담 운영 계획서

를 교장 및 교사에게 배포하고 또래상담 홍보 및 설명

- 교장·교감선생님께 운영 허가를 받고 사전에 운영 계획을 설명한 

후에, 교감선생님에게 교무회의에서 또래상담 신규 운영 혹은 또래

상담자 모집 등과 같은 내용을 전직원에게 전달하는 것에 대한 협

조 요청

- 또래상담 운영 계획에 또래상담 및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한 교사교

육 계획 수립 후 교육을 통해 또래상담의 내용과 효과 전달

✒ Tip

초등학교 또래상담을 운영할 때 학년별 특성을 고려하여,

 -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는 또래상담 기본교육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하여 

배려 및 공감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훈련 중심으로 지도할 수 있다.

 -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에는 5학년 때 교육에 성실히 참여한 학생을 중심으로 하여 

또래상담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내활동 등을 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1-2. 또래상담자 모집과 선발

학교에서 또래상담자를 모집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모집 대상과 시기 및 방법이다. 

1) 또래상담자 모집 대상 

초등학교의 경우 5, 6학년을 대상으로 또래상담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한 또래

상담자가 또래상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래상담은 다른 또

래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상담활동을 기본으로 학교 전체에 건전한 

또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한다. 따라서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기 위해 필요한 인지, 정서, 사회성 측면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였을 때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래상담 교육을 진행하고, 활동을 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일반적으로 4세 즈음에 자신과 타인의 감정이 다를 수 있음을 서서히 인식하기 시작하

고, 초등학교 6학년 시기를 전후로 타인의 생각과 감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자신과 

타인의 생각을 되짚어갈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발달시기에 있는 학생이 또래상담 기본

교육에 담겨있는 공감 및 의사소통 훈련에 참여한다면 조망수용능력의 발달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타인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시기의 

학생들에게 또래상담 교육 및 활동에 대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면 더욱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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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특징

담임교사

추천

- 각 학급에서 또래상담자 활동에 적합한 학생을 추천받은 후에 추천을 받은 당사자 

학생의 활동의사를 확인하고 선발한다.

- 장점 : 교사의 추천을 받을 경우, 또래상담자가 자부심과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다.

- 유의사항 : 성적이 좋은 학생이 아닌 또래상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또래상담자 

역할에 적합한 학생을 추천받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학생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선

발을 할 경우에는 자발적 동기가 부족하여 또래상담에 대한 흥미가 부족하여 교육 

및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2) 또래상담자 모집 시기

또래상담 지도교사는 또래상담 활동 계획에 따라 또래상담자 모집 시기를 선정할 수 

있다. 또래상담자 모집 시기는 1학기 초와 2학기 말 두 가지 시점으로 잡는 것이 일반

적이다.

- 1학기 초 : 1학기가 시작하는 시기인 3월에 또래상담반 모집을 하여 1학기는 기본교

육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기본교육을 통해 양성된 또래상담자가 또래상

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1학기 초에 또래상담자 모집

을 진행할 경우 학교의 동아리 및 CA 모집과 같은 학사일정에 맞출 수 

있다. 

- 2학기 말 : 1학기 시작과 함께 또래상담 활동을 시작하려면 학기 시작 전에 또래상

담자 양성단계를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2학기 말에 또래상담반 모집

을 진행하고,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또래상담 기본교육을 실시하

여 또래상담자 양성을 완료할 수 있다. 2학기 말에 또래상담자 양성을 

마칠 경우, 학교에서 새 학년의 학급을 편성할 때 또래상담자를 각 학

급에 고르게 배치할 수 있다는 이점을 얻을 수 있다. 

3) 또래상담자 선발 방법

학교 현장에서 또래상담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초등

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표 12>의 또래상담자 모집 방법을 참고하여 학교 상황에 맞추어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든 또래상담 지도

교사는 또래상담자를 모집할 때, 학생이 또래상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한 

자발적인 동기를 가지고 또래상담의 기본 취지 및 활동 목적에 부합하여 적극적으로 참

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중요한 요소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초등학생의 경

우 학교 활동에 대하여 부모님에게 공지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학

생이 또래상담자 모집에 신청서를 내고자 할 때 또래상담 지도교사는 또래상담을 소개

하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배부하여 부모의 확인 및 동의를 받아오도록 할 수 있다.

<표 12> 또래상담자 선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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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또래상담자를 선발할 때, 아래에 제시하는 성향을 고려할 수 있다.

 - 타인에 대한 관심과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표현하 는 학생

 - 타인이 평가하기에 신뢰 있는 행동을 한다고 보이는 학생

 - 리더십을 발휘하는 학생

 -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학생

 - 따뜻하고 다정한 성격을 가진 학생

 - 타인의 감정과 행동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진 학생

 - 또래상담에 관심이 많고 자발적인 학생 

자발적

신청

- 또래상담자 모집 대상 학년 학생들에게 또래상담에 대해 충분이 공지를 한 후, 관심

을 가지고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신청을 통해 선발한다.

- 장점 : 자발적인 동기를 가지고 또래상담에 참여할 경우,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으

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유의사항 : 또래상담자의 관심과 흥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우도 

조사

결과 

반영

- 각 학급에서 교우도 조사를 실시한 후, 교우관계가 좋은 학생들을 선별하여 당사자 

학생의 활동의사를 확인하고 선발한다.

- 장점 : 교우관계가 좋은 학생들이 또래상담자로서 활동을 할 경우 학생들이 또래상담

을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 유의사항 : 교우도 조사를 할 때 단순히 좋아하는 친구를 조사하는 것보다 또래상담

자의 역할을 반영하여 고민이 있을 때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친구를 알아보는 

것이 적절하다. 

4) 또래상담자 선발 시 유의사항

또래상담 교육 및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또래상담자를 선발할 때 유의해

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성 우수자 혹은 학 임원을 선발하는 경우

교사추천 혹은 래상담 지도교사가 선정한 기 으로 일방 으로 성 우수자나 학

임원을 선발한다면, 선발된 학생들은 자발  동기가 부족하여 교육의 효과가 떨어

질 수 있고 활동에 극 으로 참여하는 것을 기 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한 래

상담자의 선발기 이 성 에 근거할 때 일반학생들에게 래상담자의 역할  활동

에 한 공감을 얻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공부를 잘 하는 것을 선발기 으로 하

는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에게 심이 있고 친구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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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고려할 때 래상담자의 역할을 통한 정 인 효과를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② 래 계의 어려움으로 상담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래상담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특정학생을 상담교사가 지속 으로 지도하거나 

래활동을 경험하도록 하려는 등의 목 으로 상담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선발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래상담지도교사가 목 을 가지고 상담이 필요한 학생을 래상

담자로 선발하는 경우라면 래상담자로 선발된 구성원끼리 친근감을 가지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심을 가지고 지도해야 한다. 는 래상담 모집에 신청한 

학생을 우선 으로 선발하여 학생의 특성을 정확하게 악하지 못하고 래 계에

서 불안정한 학생이 포함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경우를 비하여 선발 과정에서 

래상담지도교사가 사 면담 등으로 스크리닝을 할 수 있다.

③ 임의로 래상담자를 배치하는 경우

학교에서 래상담의 운  목표나 계획 없이 의무 으로 래상담 로그램을 실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교사가 운 의 편의를 해 학 에서 임의로 지정하여 

래상담반을 구성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방법은 래상담에 한 학생의 동기가 

 없기 때문에 교육  활동의 효과가 감소될 수 있고, 활동의 지속성을 기 하

기도 어렵다. 한 비자발 인 상태에서 학 별 한 명씩 선정할 경우 오히려 래상

담자가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학교의 여건상 임의로 래상담자를 배치해

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학 에서 두 명 이상씩 짝을 지어 선발하는 것이 필요

하다.

④ 사활동 시간을 해 참여한 학생들이 있는 경우

래상담은 래의 고민을 들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활동으로 교내에서 래상담을 

한 것을 기록한 사례일지를 근거로 사활동 시간을 부여하는 인센티 를 주는 학

교가 많다. 사활동 시간이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하고 활동을 지속하는데 좋은 강

화물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래상담 활동을 통한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단순히 보

상을 받기 해 활동을 하게 될 경우 학생 스스로 소진될 수 있고 활동에 소극 일 

수 있다. 따라서 선발 과정에서 래상담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를 악하고, 학생

들의 자발 인 동기가 꾸 히 유지되도록 심을 가지고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또래상담 훈련 프로그램 교육

선발과정을 통해 뽑힌 학생을 교내 또래상담자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또래상담 훈련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이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또래상담 훈련 프로그램 교육은 

또래상담자 양성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또래상담 지도교사는 학

생들이 또래상담에 대한 관심과 참여 동기를 유지 및 강화하면서 또래상담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기법을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또래상담자 훈련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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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방법

소그룹

- 대상: 또래상담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학생들

- 인원: 10명~20명

- 목적: 학교에서 또래상담자로 활동할 학생들에게 또래상담자가 갖추어야할 기본소

양 및 대화방법을 훈련시키고, 또래상담자를 양성하기 위함

- 방법: 한 모둠에 6명 정도로 나누어 대화방법 연습 및 토론활동을 진행함. 또래상

담지도교사가 혼자 수용하기 어려운 인원이라면 보조진행자 역할을 할 협력교사 

및 외부 봉사자 등의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보조 인력을 구하기 힘들다면 

분반을 하여 교육을 진행할 수도 있음.

학급 단위

- 목적: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인성교육으로 활용하여 학생들의 배려 및 공감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함

- 방법: 학급 단위로 교육을 진행할 경우에 또래상담 지도교사 혼자 하는 것은 어렵

기 때문에 보조 인력이 반드시 필요함. 프로그램이 대화방법을 연습하고 함께 생

각을 토론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모둠 형태(한 모둠에 6명 정도)로 나누

어야 함.

- 주의: 또래상담 프로그램 교육을 이수하면 또래상담자 수료증을 받을 수 있지만 학

급 전체 인원을 또래상담자로 양성하는 것은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기 쉬우므로 지

양해야 함. 교육을 실시한 후에 또래상담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의지를 가진 학

생을 별도로 선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학교에서 실제 또래상담 활동이 이루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램을 지도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또래상담 지도자 과정을 이수하면서 배운 내용과 「솔

리언또래상담 지도자 지침서(초등)」을 참고하도록 한다. 본문에서는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사전에 고려해야 하는 집단의 규모, 훈련기간, 대상자의 또래상담 경험에 따른 기

본교육 및 심화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개괄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2-1. 집단의 규모

또래상담 프로그램은 학교 또래상담반을 구성하기 위해 선발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

육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또래상담 지도교사는 소집단 규모로 구성된 학생들에

게 일정한 교육과정에 따라 상담기법을 알려주고, 다양한 실습을 적용한다. 또한 학교에

서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학급 단위 혹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또래상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각각의 집단 규모에 따른 교육 운용 시 유의사항을 <표 13>에 제시하였다.

  

<표 13> 집단 규모에 따른 또래상담 프로그램 활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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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생 

대상

- 또래상담자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교생 대상의 또래상담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기회가 있다면 또래상

담에 대한 이해를 통해 교내 인지도 향상을 목적으로 한 특강의 형태로 활용하는 

것이 적당함. 

 

2-2. 교육 기간

초등학생을 위한 또래상담 프로그램은 10시간~12시간 정도(최소 8시간 이상)로 진행

하도록 구성되었다. 가능하다면 12시간을 모두 활용하여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친

구관계에 대해 생각하고 공감과 경청을 충분히 연습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특히 초등

학생의 경우 또래상담을 처음으로 접하고,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이 미

숙할 수 있는 시기이므로 또래상담에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익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

요하다. 초등학교에서는 CA나 동아리, 혹은 방과 후 활동 등의 형태로 또래상담을 운영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CA 시간을 활용할 경우 학교 여건에 따라 주당 1시간, 격주 1시

간 또는 월 1회 등의 형태로 교육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학교 여건에 맞게 교육 기간

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하지만 각 회기 간 프로그램 운영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난 회기

와의 연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주당 1시간의 시간을 확

보하는 것을 권장한다. 또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의 협조를 구한 후에 방과 후 혹은 

토요일 및 방학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이 될 수 있다.

초등학생이 교육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대화연습이나 단체게임 등을 적용하여 교

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교육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또래상담반

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학생을 선발한 첫 학기는 또래상담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에 치

중하여 또래상담반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교육 이후 또래상담 활동에 꼭 필요한 역

량을 개발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초등학교에서 또래상담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밑거

름이 될 수 있다.

 2-3.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 

학교의 또래상담 운영 경력이 2년차 이상이 되면 또래상담반에 새롭게 들어온 학생과 

기존에 또래상담반에서 활동을 해온 학생으로 구성원이 구분된다. 또래상담반에 새롭게 

들어온 학생에게는 또래상담자가 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또래상담 프로그

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때 또래상담지도교사는 신규 학생을 위한 기본교육과 기

존 또래상담자 지도를 위한 심화교육 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신규 학생과 기존 학생의 

집단을 나누어 각각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또래상담지도교사 인력이 확보된다면 교



●●●또래상담 운영학교 지침서 및 교사매뉴얼

• 33 •

육을 운영하기 원활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1인의 교사가 또래상담반 운영을 책

임지는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또래상담자를 지도할 수 있는 몇 가지 교육방법을 제시하

고자 한다.

1) 연계기관을 통한 외부강사 인력 확보

앞서 소개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의 연계기관에 또래상담과 관련하여 기본교육 혹

은 심화교육 을 지도해줄 수 있는 전문가 섭외를 문의할 수 있다. 이 때 또래상담 지도

교사는 본인이 기본교육과 심화교육  중 어느 부분을 담당하고, 어느 부분에 대한 도움

이 필요한지를 문의 전에 명확히 정한 후에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래상담 

운영 기획 단계에서 또래상담자 양성을 위한 교육 진행 방법에 대한 대략적인 틀을 잡

아놓는다면 실제 운영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외부강사 섭외를 할 경우, 신

규 학생과 기존 학생을 별도로 교육하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도 이에 맞게 사전에 확보

해놓아야 한다.

2) 신규 및 기존 학생 통합 교육

기존 학생이 기본교육을 이수한 시기는 일반적으로 신규학생이 들어오기 1년 전이다. 

학생들이 기본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용을 모두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리고 프로그램 내용이 조별 토론 및 역할극 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구성원이 달

라지면 답변 등의 반응이 새롭게 만들어진다. 또한 의사소통 전략 및 또래상담을 할 때 

필요한 대화기술은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 이와 같은 이유

로 신규 및 기존 학생을 통합하여 기본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신규 학생과 기존 

학생을 통합하여 교육을 진행할 경우, 구성원 간의 친 감을 형성할 수 있는 이점도 얻

을 수 있다. 이 때 또래상담 지도교사가 주의해야 할 점은 학생들은 교육에서 활용하는 

게임이 반복될 경우 지루함을 느낄 수 있으므로 기존 학생들이 하지 않은 다양한 활동

을 교육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3) 신규 학생 및 기존 학생 분리 교육

또래상담지도교사가 신규 학생에게는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기존 학생에게는 단회기 

혹은 기본교육과 상응하는 시간을 할애하여 심화교육 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때 또래상

담 지도교사가 기본교육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기에는 기존 학생을 참여시킬 수 있

다. 이를 위해서는 신규 학생과 기존 학생의 교육 시간을 별도로 확보해야 하고, 또래상

담 지도교사가 심화교육 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콘텐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신규 학

생과 기존 학생을 분리해서 교육을 실시할 경우, 기존 또래상담자 학생의 지루함을 줄

일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 교사의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소요되고 교육콘텐츠를 구

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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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집단상담 및 교육 진행시 활용할 수 있는 단체 게임 방법

① 단체 가위바위보

 - 사회자와 단체로 가위바위보해서 이긴 사람에게 간단한 상품을 주는 게임으로 

프로그램 시작 초에 주의 집중을 하는데 유용하다.

 - 사회자와 함께 모두 한 손을 들게 한 후 가위바위보 구령에 맞춰 동시

   에 낸다.

 - 사회자를 기준으로 하여 사회자를 이긴 사람만 남고, 비기거나 진 사람은 손을 

내리도록 한다.

 - 사회자에게 이긴 사람이 3명 이하인 경우 이긴 학생들과 사회자와 한 번 더 가

위바위보하면 사회자가 혼자 이길 확률이 높다. 그러므로 준비한 상품 개수에 

따라 2~3명이 남았을 때 동시에 시상해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남은 사람들끼

리 가위바위보해서 이긴 학생에게 시상해도 된다.

 여러 번 진행할 때 매번 이긴 학생에게 상품을 주는 것보다는 사회자와 비긴 사람, 

진 사람 등 다양하게 규칙을 정해서 진행하는 것이 흥미를 끌기에 좋다.

② 이구동성

- 모둠별로 나누어 단어를 정하고 그 단어를 구성원들이 한꺼번에 외치면 다른 모

둠원들이 그 소리를 듣고 단어를 맞추는 게임이다. 모둠별 응집력 형성에 유용

하며 게임 진행방법은 다음과 같다.

- 이구동성으로 외칠 단어의 글자수를 정한다. 5,6글자도 가능하나 4글자를 보통 

많이 사용한다.

- 글자수를 정하고 나면 모둠별로 어떤 주제의 단어를 선택할지 상의하도록 하고 2

개 내지 3개 단어를 정하도록 5분 정도 시간을 준다. 이 과정에서 너무 어려운 

주제나 단어는 게임의 흥미를 반감하므로 가급적 대부분 알 수 있는 단어 위주

로 결정하도록 안내한다(예: 주제-학교, 단어-여름방학, 체육시간).

종류 내  용

또래

상담

심화

교육

프로

그램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또래상담 심화교육 프로그램」

(2013)을 개발하였다. 

- 2012년부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또래상담이 확대 운영됨에 따라 기존 

또래상담자의 역할 중 학교폭력 예방 및 조기개입을 위한 역할이 강화되었다. 또한 또

래상담자 교육을 위한 새로운 교육콘텐츠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꾸준히 있어왔다. 이

러한 변화에 따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학교폭력 예방 및 조기개입에서 또래상

담자의 역할에 초점을 둔 심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표 14> 심화교육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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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를 결정한 후, 글자수만큼 인원이 나와 전체 인원이 보기에 왼쪽부터 단어가 

시작되도록 일렬로 줄을 선다. 

사회자의 하나둘셋 구령에 맞춰 동시에 글자를 외친다. 나오기 전에 전체 글자 중 

낱개 글자 한 개를 한 명이 맡도록 정해야 하고, 앞에 나와서 동시에 자신이 맡은 

글자를 소리 내어 외친다. 3번 정도 반복해서 외치는 것이 적당하고, 5번 이상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정답을 맞춘 모둠에 1점을 부여하고, 모든 모둠의 게임이 끝난 후 가장 많은 단어

를 맞춘 팀에 간단한 상품을 시상한다.

③ 친구들 별칭 맞추기

A4 용지를 학생들에게 각각 한 장씩 나누어 주고, 반으로 자르도록 한다.

반으로 나눈 용지 중 한군데에 자신의 별칭을 4자 이하로 지어 적는다.

별칭을 적은 용지를 학생의 등 뒤에 붙인다. 이 때 전체 학생이 벽 쪽에 등을 마주

하도록 하여 큰 원 대형으로 서도록 하고, 또래상담 지도교사나 진행자가 돌아다니

면서 별칭 종이를 등에 붙여준다. 게임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서로의 별칭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도록 한다.

별칭을 등에 붙인 학생은 반으로 잘라서 사용하고 남은 빈 용지와 펜을 들고 벽에 

등을 붙이고 서있도록 한다.

신나는 음악을 틀어주고 음악이 나오는 동안 교실을 돌아다니며 서로의 등에 붙어

있는 별칭을 보고 남은 용지에 적도록 한다. 상대방의 별칭을 확인하고 적는 동안

엔 벽에 붙어 있을 수 있고, 2초 이상 붙어있지 않도록 한다. 이외의 시간에는 계

속 움직여야 하고 들고 있는 종이에 최대한 많은 별칭을 적도록 한다.

노래가 끝나면 마무리하고 원래의 자리에 앉은 후 이름과 별칭을 소개하고, 가장 

많은 별칭을 정확하게 적은 학생에게 간단한 상품을 시상한다.

3. 또래상담 프로그램 교육 수료 및 또래상담반 관리 

또래상담 지도교사는 일련의 또래상담 프로그램 교육과정을 통해 또래상담자로서 활

동할 준비가 갖추어진 학생들을 양성한다. 또래상담 프로그램 교육 수료는 또래상담 10

시간 내외의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한 학생들을 격려한다는 의미가 있다. 또래상담 프로

그램 교육을 마친 후에 또래상담 지도교사는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학교 내 또래상담자

로 활동할 수 있도록 또래상담반을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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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또래상담 프로그램 교육 수료식

또래상담 프로그램 교육을 마쳤을 때, 수료증을 수여하는 수료식을 가지는 것은 교육

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보람을 느끼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일반적으로 또래상담자로 지

속적으로 활동을 할 학생들이 교육에 참여하므로 교육을 마친 학생은 학급 및 전체 학

교 내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또래에게 다가가기 위한 준비과정을 마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학생들에게 교육 수료식은 또래상담자로 임명장을 받는 것과 

같이 자긍심을 줄 수 있다. 또래상담 지도교사가 자체적으로 수료식을 진행할 수 있지

만 교장선생님이나 학생부장교사 등이 참석하여 수료식을 진행한다면 학생들의 자부심

을 고취하는데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1) 교육 수료 인원이 모두 또래상담반에 포함되는 경우

교육 수료식을 통해 교육과정을 마치고 또래상담자로서 임명한다는 의미까지 부여할 

수 있다. 임명식의 의미를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교육 수료증과 별도로 

학교장 명의의 또래상담자 임명장을 발급하여 나누어 줄 수 있다.

2) 교육 수료 인원 중 일부만 또래상담반에 포함되는 경우

일련의 교육 과정에 성실히 참여한 학생들은 모두 교육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학생들

이 교육에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또래상담자로 활동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는 선발 과정

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또래상담에 관심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여 교육을 진행한 경우가 

아닌 학교에서 임의로 특정 학급 및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 수

료 후 또래상담자로 활동을 할 학생을 별도로 선발하여 또래상담반을 구성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라면 교육 수료식과 별도로 또래상담자 임명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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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또래상담 교육 수료증 발급 방법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직인의 수료증을 발급하려면 솔리언또래상담 DB시스

템(http://peer.counselingsystem.or.kr/)에 교육에 참가한 학생 명단을 등록한 후 

승인을 받고 해당사이트의 수료증 발급 메뉴를 통해 수료증을 출력할 수 있다. 

솔리언또래상담 DB시스템 이용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또래상담 실적 관리 부

분을 참고하도록 한다.

- 학교장 직인의 수료증을 발급하려면 솔리언또래상담 DB시스템의 수료증 발급 메

뉴에 학교장 직인으로 변경하여 출력할 수 있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직

인의 수료증 양식을 참고하여 또래상담지도교사가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또래상담 교육 수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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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또래상담자 임명식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

- 임명장: 학교장 명의의 임명장을 발급할 경우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음

- 배지: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제작하여 또래상담 운영학교로 보급하는 배지

를 신청하여 또래상담자에게 나누어 주어 또래상담자의 역할과 소속감을 부각시킬 

수 있음

- 또래상담 수첩: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또래상담과 관련된 내용 및 또래상담 

사례를 기록할 수 있는 일지로 구성된 또래상담 수첩을 제작하여 또래상담 운영학

교로 보급하고 있으므로 해당기관에 신청하여 학생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음
 

 

 3-2. 또래상담반 구성 및 관리

또래상담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모이는 시간과 장소를 확보

하고 이에 대해 또래상담자와 담임교사 및 학부모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특히 초등학

교에서 방과 후 시간을 활동하여 또래상담반 모임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정통

신문이나 문자 등을 통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활동 시간과 내용을 공지하는 것이 필요

하다. 

또래상담반에 함께 소속되어 활동하는 학생들끼리 어느 반에 어떤 친구가 있는지 알

고 친근감을 형성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교육 과정을 통해 이미 친분을 형성하였

다면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인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라면 오리엔테

이션 시간을 가지는 것이 또래상담반 운영에 도움이 된다.

초등학생의 경우 자발적으로 활동을 기획하고 실시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

서 또래상담 운영 초반에는 또래상담 지도교사의 역할이 상급학교에 비해 클 수 있다. 

하지만 또래상담 지도교사가 활동방향에 대한 흐름을 제시하면 또래상담자 스스로 활동

을 이끌어갈 역량이 충분히 있음을 믿고 지도하는 것이 또래상담지도교사의 소진을 예

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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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2. 초등학교 또래상담자 활동단계

또래상담자 활동단계에서는 또래상담자가 학급 및 학교 내에서 다양한 역할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또래상담 지도교사의 지도가 필요하다. 또래들 내에서 또래상담자가 할 

수 있는 역할과 활동은 매우 다양하다. 친한 친구가 되어 심리적인 지원을 하는 것에서

부터 도움이 필요한 친구에게 행동을 통해 힘이 되어주는 것,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공감 및 배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캠페인 활동을 하는 것 등의 활동을 할 수 있

다. 또래상담지도교사는 또래상담자 역량에 맞는 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하도록 한다. 

1대1 대면상담과 같은 상시 활동 영역과 관련해서 초등학생은 역량이 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지속적으로 또래상담자의 역량을 강화

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면상담 이외에 또래상담자 전체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 활동을 통해 또래상담을 홍보하고 또래상담자의 소속감 및 활동

에 대한 보람을 고취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때, 또래상담 지도교사의 일방적인 지시보

다는 사전 운영계획을 바탕으로 또래상담자들과 함께 의논을 하여 활동내용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문에서는 초등학교 또래상담 지도교사가 활동단계를 운영할 때 참

고할 수 있는 활동목록과 지도안을 제시하였다.

1. 상시 또래상담자 활동

또래상담자는 학급 및 학교 안에서 좋은 친구가 되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기

분을 이해하며 대화를 하면서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고, 친구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

도록 정서적, 행동적 지원을 한다. 상시적으로 또래상담자가 할 수 있는 역할과 활동목

록은 <표 15>를 참고한다.

<표 15> 또래상담자의 역할 및 활동 예시 

정서적 

지지자  
또래상담자는 또래친구의 고민을 들어주고 공감해줍니다.

조력자
또래상담자는 친구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또래친구와 학급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행동으로 도와줍니다. 

또래

해결자

또래상담자는 친구의 어려움을 상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함께 찾아줍

니다. 

고민들어주기, 상담실 연계하기(1388홍보), 내가 먼저 인사하기, 조퇴/결석한 친구에게 문자하기, 

생일축하 메일 보내기, 학교생활 안내해주기(전학생), 이동수업할 때 함께 가주기, 점심식사 함께 

먹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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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 내 공감 및 배려 문화 촉진을 위한 또래상담반 활동

또래상담자는 개별적으로 상담활동을 하면서 또래상담반이 함께 학교에 공감 및 배려 

문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표 16>에 학교 내 공감 및 배려 문

화를 촉진하기 위한 또래상담자의 역할과 활동 예시를 제시하였다. 또한 본문의 지도안

을 참고하여 또래상담 지도교사가 학교 상황 및 또래상담반 특징에 맞추어 초등학교 또

래상담반이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표 16> 또래상담반 역할 및 활동 예시

학교 

공감배려문화 

촉진자 

또래상담자는 학교 내 폭력을 허용하고 방관하는 분위기를 줄이고, 

친구들끼리 서로 공감하는 분위기를 촉진시키는 활동을 합니다. 

지역사회 

공감배려문화

촉진자

또래상담자는 지역 환경이 청소년을 보호하는 역할을 잘 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역 내 공감·소통·배려하는 문화를 촉진할 수 있는 활동을 

합니다. 

학교폭력 예방 심리극 공연,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활동(예: 사과데이, 바른 말 사용하기 등), 

UCC제작(예: 학교폭력 예방, 또래문화, 또래상담기법 등), 또래상담자간 멘토-멘티 활동하기, 교내 

및 지역 내 봉사 활동 참여하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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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또래고민상자 설치 및 운영

활동

목적

전교생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또래고민상자를 교내에 설치함으로써 또래상담반의 활동을 

학생들에게 알리고, 또래상담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위한 의사소통 수단을 제공한다.

준비물

- 고민상자 제작에 필요한 상자 및 문구류

- 상자설치에 필요한 도구

- 상자관리를 위한 자물쇠

운영

기간
연중 상시 운영

실시

방법

- 또래상담지도교사는 또래상담자에게 고민상자 제작의 목적과 활용방법을 설명한다.

- 또래상담자 인원과 교내에 고민상자를 설치할 수 있는 위치를 고려하여 제작할 고민상자 

개수를 정한다. 고민상자 설치 위치는 학교 시설 관리자 및 책임교사와 상의 후에 결정

한다. 또래상담자에게 설치 위치를 문의하고 선정하는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

- 조별 작업을 통해 고민상자를 만들고 꾸미도록 한다. 한 번의 모임동안 작업이 마무리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제작기한을 여유 있게 정하도록 한다.

- 고민상자 제작이 완료되면 사전에 선정해놓은 위치에 고민상자를 설치한다.  

- 또래상담지도교사는 담임교사에게 고민상자 운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들에게 홍

보 협조를 구한다.

- 또래상담자가 쉬는 시간 또는 자유놀이 시간 등을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고민상자를 들고 

각 학급을 돌아다니며 홍보를 할 수 있다.

- 고민상자마다 관리를 책임질 또래상담자를 지정한다. 1주일에 1번 혹은 또래상담자 모임

이 있는 날 고민상자를 수거하여 고민편지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 고민편지가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실천한다.

유의

사항

- 고민상자 설치 위치는 학생들의 눈에 띄기 쉬운 곳으로 한다.

- 또래상담자가 아닌 다른 학생들이 내용물을 꺼내볼 수 없도록 자물쇠를 달아놓는다.

참고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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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또래상담 홍보 및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활동

목적

전교생을 대상으로 또래상담을 알리고, 학교폭력 예방과 친구의 소중함을 담은 메시지

를 전달한다.

준비물

- 피켓 제작에 필요한 문구류

- 또래상담 캐릭터(솔리) 이미지 출력물, 또래상담 및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된 문구 

출력물

운영

기간

- 지정한 기간 내 등교시간 및 점심시간(1회성 활동으로 하기 보다는 일주일동안 또

는 매 주 특정 요일에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하도록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임)  

실시

방법

- 또래상담지도교사는 또래상담자에게 캠페인의 목적과 캠페인을 통해 학교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또래상담자가 스스로 목적을 생각할 수 있

도록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 또래상담자와 상의 후 정한 캠페인의 목적에 따라 피켓에 넣을 문구를 결정한다. 

또래상담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또래상담지도교사가 사전에 몇 가지 문구를 출력하

여 제시할 수 있다.

- 캠페인에 사용할 피켓을 만든다.

- 캠페인 활동을 할 시간을 정한다. 등교시간을 활용할 경우, 학교의 다른 특별활동과 

겹치는 요일이 있는지 사전에 알아보고 이를 반영하여 일정을 정한다. 점심시간을 

이용할 경우, 점심식사를 마친 후에 활동 가능한 시간이 언제인지 조사하여 시간을 

정한다.

- 또래상담반 전원이 함께 캠페인 활동을 하거나, 요일마다 당번을 정해서 활동을 할 

수 있다.

- 캠페인 활동에 단체로 외칠 구호를 정하고, 교문에 어떤 대형으로 서 있을 것인지 

결정한다.

- 정해진 기간 동안 캠페인 활동을 하고, 또래상담지도교사는 활동한 것에 대한 또래

상담자의 소감 및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한 의견을 그 날 그 날 듣고, 다음 캠페인 

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유의

사항

- 또래상담반 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캠페인 활동을 함께 준비하고 경험함으

로써 또래상담반에 대한 소속감과 응집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

참고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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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사과(감사)데이

활동목적

친구 사이에 미안하거나 서운했던 마음을 편지에 담아 사과와 함께 전달할 수 있도록 

또래상담자가 배달원 역할을 하는 사과데이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사소한 오해나 갈

등이 학교폭력으로 확대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행복한 학교 분위기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 사과데이를 응용하여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은 편지를 감과 함께 전달할 수 있다.

준비물

- 사과와 감(사과와 감의 수량을 충분하게 구입할 수 없는 경우, 애플파이나 사과맛 

사탕, 풍선 등의 대체품을 활용할 수 있음)

- 편지지, 편지 봉투

- 편지와 과일을 포장할 수 있는 문구류

- 사과데이 참여방법을 설명한 안내문

- 사과/감사 편지를 담을 우체통 제작 문구류

운영기간 - 10월 24일이 포함된 주간동안 운영

실시방법

- 또래상담지도교사는 또래상담자에게 사과(감사)데이의 의미와 목적을 설명하고, 준비

해야 할 사항을 안내한다.

- 또래상담지도교사는 사과(감사)데이 참여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만들어 각 학급 

담임교사를 통해 전달하여 활동을 홍보한다. 또한 또래상담자가 사과(감사)데이 운

영 기간 동안 전교생을 대상으로 홍보할 때 안내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준다.

- 또래상담자는 사과(감사)데이 홍보를 위한 교내 부착용 포스터를 만든다. 포스터를 

만든 후 학교건물 입구 및 학생들이 자주 다니는 복도에 부착한다.

- 상시 운영하는 또래고민상자 이외에 사과(감사)데이 기간에 친구에게 전달할 편지를 

담을 우체통을 제작한다.

- 우체통과 편지지는 상담실(또래상담반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비치하고 전교생

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발하게 홍보한다.

- 또래상담지도교사와 또래상담자가 함께 편지함 운영 기간 동안 모아진 편지를 받는 

사람에 따라 분류한다. 편지와 사과 혹은 감을 전달할 수 있도록 포장한다.

- 또래상담자가 사과(감사)데이 당일에 포장한 내용물을 받는 사람에게 직접 전달해준

다. 

- 우체통을 놔두는 장소에 사과와 감사의 메모를 붙일 수 있는 메모판을 만들어 전교

생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유의사항

- 사과/감사 편지의 내용이 알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의 원칙을 또래상담자에게 숙지

시킨다. 사과(감사)데이 활동도 상담의 연장선이므로 비밀 보장이 중요함을 알리도

록 한다.

참고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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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학교폭력 예방 UCC 제작

활동

목적

또래상담 교육 및 활동을 통해 배운 대화방법과 긍정적인 또래 갈등 해결 상황을 극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해봄으로써 또래상담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또래상담자가 참

여한 UCC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개최하는 「UCC 공모전」에 출품할 수 있다. 

준비물

-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핸드폰 카메라도 가능)

- 대본

- 역할을 표현하는데 필요한 소품

운영

기간

- 대본 작성 기간: 1개월 정도 소요됨

- 촬영 기간: 집중 작업할 경우 1주일, 정해진 또래상담 활동 시간을 활용할 경우 1개월 

정도 소요됨 

실시

방법

- 또래상담지도교사는 또래상담자에게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또래상담 UCC 제작 목적과 

대본작성 방법을 설명한다. 대본작성 방법은 또래상담 심화 프로그램 및 또래상담 홈

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대본의 주제와 등장인물과 관련된 사항을 회의를 통해 아웃라인을 정한다. 또래상담자 

중 글짓기 능력이 있는 학생에게 대본작성을 해보도록 권하거나, 대본작성조를 짜서 

협동을 통해 대본을 작성하도록 한다. 대본작성 기간 동안 매주 진행 상황을 또래상담

지도교사가 점검한다.

- 촬영 시작하기 전 주에는 대본작성 지도를 집중적으로 한다.

- 완성된 대본을 바탕으로 역할을 정한다. 촬영담당, 등장인물에 따른 배역을 상의하여 

결정한다.

- 촬영을 한다. 촬영에 필요한 카메라 및 소품은 또래상담지도교사가 준비해준다.

- 촬영을 한 후 영상을 편집한다. 또래상담자가 편집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또래상담지

도교사가 도와준다.

- 완성된 UCC 영상을 다함께 감상하고, 소감을 발표한다.

- 또래상담자가 동의하고 교내 여건이 가능할 경우, 학교방송을 통해 UCC를 틀어주거나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유의

사항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개최하는 UCC 공모전은 공문을 통해 학교로 일정이 안내

되므로 또래상담지도교사가 공문을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촬영을 해야 공모전에 

출품할 수 있다.

- 또래상담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이전 공모전 출품작 및 수상작을 참고할 수 있다. 

참고

사진

     

[출처: 초등학교 또래상담반 UCC 제작 활동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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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또래상담 발표회

활동

목적

1년 동안의 또래상담 활동을 교사 및 학부모와 공유하고, 활동에 참여한 또래상담자의 

노력을 공식적으로 격려해줌으로써 자부심을 갖게 한다.

준비물

- 1년 동안 또래상담 활동 모습을 담은 사진 및 영상 자료

- 우수 또래상담자 상장 및 상품

- 또래상담 포트폴리오(졸업생 대상)

- 다과

운영

기간
- 학년 말

실시

방법

- 학사일정을 확인하고 교장선생님 등의 학교 관리자, 교사 및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날짜를 선정한다. 

- 또래상담 발표회의 목적과 일정을 정한 후에 학교장 및 교사에게 참석 협조를 요청

한다. 교사용 메신저를 이용하여 발표회 일정을 공지하고, 학교장에게는 별도로 보

고를 한다. 또는 관리자급 교사의 협조를 통해 교사들에게 공지를 할 수 있다.

- 가정통신문을 통해 또래상담자 학부모에게 발표회 일정을 알리고, 참석 여부를 확

인한다. 

- 1년 동안 또래상담자의 활동 모습을 담은 사진자료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정리한다. 또래상담자가 교육 및 활동에서 만든 작품이 있다면 전시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6학년 또래상담자에게 나누어 줄 1년 혹은 2년의 활동 내용을 모은 포트폴리오를 

준비한다. 포트폴리오는 교육 수료증, 활동사진, 사례일지 및 활동소감문 등의 자료

로 구성할 수 있다.

- 참석인원에 맞는 장소에서 발표회를 진행한다.

- 우수하게 활동한 또래상담자를 시상하고, 또래상담 활동 확인증을 학교장 명의로 

제작하여 1년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의미로 수여할 수 있다.

- 발표회 진행 식순: 학교장 인사말 → 또래상담 소개 → 또래상담 활동 발표(활

동사진, UCC 등) → 또래상담자 시상 → 또래상담자 소감 발표 → 교사 및 학

부모 격려사(자유롭게) → 졸업생 또래상담자 포트폴리오 증정 → 마무리

유의

사항

- 참석하는 교사 및 학부모에게 또래상담을 소개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하는 것

도 학교에 또래상담을 정착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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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월 5월 6월

- 또래상담반 모집 

홍보

- 또래상담반 신청서 

접수

- 신규또래상담자 

선발 및 

기존또래상담자 

관리

- 또래상담반 

오리엔테이션

- 신규또래상담자 

기본교육

- 기존또래상담자 

심화교육 

- 또래상담 사전평가

- 신규또래상담자 

기본교육

- 기존또래상담자 

심화교육 

  또래상담 홍보 및 

학교폭력예방캠페인

- 신규또래상담자 

기본교육 수료식

- 또래고민상자 제작 

및 설치

  또래상담 홍보 및 

학교폭력예방캠페인

7월 8월 9월 10월

- 또래고민상자   홍보

- 여름방학

- 개학

- 또래상담자 역량강화 

교육

  또래상담 홍보 및 

학교폭력예방캠페인

- 또래상담 홍보부스 

운영

11월 12월 1월 2월

- 또래상담 역할극 

준비 및 연습

- 또래상담반 발표회

- 우수또래상담자 

선정 및 시상

- 또래상담 사후평가

- 연간 진행된 

또래상담 사례 및 

활동 정리

- 기존또래상담자 

학급배정

- 또래상담활동 연중 

계획 작성

- 또래상담반 홍보 

계획 및 준비

Ⅳ. 중학교 운영단계

또래상담 지도교사는 기획단계에서 기획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또래상담반 구성, 또

래상담자 양성 교육, 또래상담활동 지도 및 사례관리 등의 일련의 과정을 실제로 운영해야 한

다. 교사가 또래상담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단계는 학교의 실제 또

래상담 운영 사례를 토대로 하여 구체적인 지도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초·중·고등

학생의 발달특성의 차이를 고려하여 학교 급 별로 또래상담 운영의 방향과 지도방법을 설명하

였다. 학교의 여건에 따라 실제 또래상담 운영은 학교마다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또래상담 지도교사는 운영단계에서 제시하는 지도방법을 참고하여 학교 여건에 맞게 수정하거

나 다른 방법을 첨가할 수 있다.

<예시 5> 중학교 또래상담 운영 연간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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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내용

포스터 및 

게시물 부착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공식적으로 배포하는 또래상담 포스터를 교

내 게시 공간에 부착, 또래상담 포스터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또는 지

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요청하여 수령하거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홈

페이지 및 또래상담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하여 사용 가능

- 직접 제작한 또래상담 홍보 포스터 및 게시물을 교내 게시 공간에 부착하

여 홍보, 기존에 활동 중인 또래상담자가 있을 경우 또래상담자와 함께 홍

보 포스터를 제작하거나 또래상담지도교사가 직접 제작

유인물 배포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공식적으로 배포하는 또래상담 리플릿을 

활용, 또래상담 리플릿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혹은 지역 청소년상담

Ⅳ-1. 중학교 또래상담자 양성단계

또래상담자 양성단계는 학교에서 또래상담을 운영하기 위해 꼭 필요한 또래상담반을 

구성하는 단계이다. 또래상담 지도교사는 또래상담자가 되고자 하는 학생을 모집하여 

또래상담자 훈련 프로그램을 교육하고, 지속적으로 또래상담활동을 하는 것에 동의를 

한 또래상담자들을 또래상담반으로 조직하는 일련의 과정을 양성단계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1. 또래상담자 모집과 선발

 1-1. 또래상담자 모집을 위한 홍보

좋은 또래상담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자질 있는 학생을 모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를 위해 교내에서 적극적으로 또래상담을 홍보하여 인지도를 높여 많은 학생들이 또래

상담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 안에서의 또래상담자 모집

을 위한 홍보는 일반 학생 및 교사에게도 또래상담을 인식하게 하여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또래상담자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기회이기도 하다.

또래상담을 홍보할 때 또래상담의 의미, 프로그램 내용, 교내 활동계획 및 또래상담

의 효과 등의 내용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또래상담을 홍보하

는 다양한 방법과 또래상담자 모집을 하기 위해 협조가 필요한 학부모와 교사 등의 대

상으로 홍보하기 위한 방법을 <표 17>과 <표 18>에 각각 제시하였다. 

<표 17> 교내 또래상담 홍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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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센터에 지원 요청 가능

- 지원받을 수 있는 공식 리플릿의 수량은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전교생을 

대상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식 리플릿을 근거로 하여 학

교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활용, 공식 리플릿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홈

페이지 및 또래상담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

또래상담

홍보영상 활용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제작한 또래상담 소개 영상, 홍보 영상 등

의 콘텐츠를 조회시간이나 점심시간에 방송하여 홍보, 또래상담 관련 콘텐

츠는 또래상담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

학교홈페이지

활용

- 학교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통해 또래상담반 개설 소식 및 또래상담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

- 또래상담지도교사가 자체적으로 학교 또래상담반을 위한 온라인 공간(블

로그, 카페, 홈페이지 등)을 개설하여 활용 가능

담임교사의 

협조를 통한 홍보

- 각 담임교사에게 또래상담반 개설 및 또래상담자 모집에 관한 홍보와 관

련하여 협조를 구한 후, 조회·종례 시간 등을 활용하여 담임교사가 직접 

홍보 내용을 전달하거나 또래상담지도교사가 각 교실을 순회하며 홍보

- 각 담임교사의 협조를 구한 후, 또래상담 홍보물을 제작하여 각 교실에 

부착하여 홍보 

학교 소식지 및

안내책자 활용

-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소식지 및 안내책자가 있을 경우, 간행물 

안에 또래상담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여 홍보, 기존에 학교에서 진행한 또

래상담 활동과 관련된 자료가 없을 경우 또래상담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진 

자료 활용 가능

대상 방법 내용

학부모

가정통신문

- 또래상담에 대한 소개, 또래상담자 모집 안내, 또래상담활

동내용 및 활동효과 등의 내용을 가정통신문으로 작성

하여 발송

- 자녀의 또래상담 활동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용도, 교내 

또래상담 활동 소식을 제공하고 홍보하는 용도 등 가정통

신문 발송 목적에 따라 내용 구성 

학부모 모임

- 일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모임에서 또래상담을 소개하

는 시간을 마련하여 교내 또래상담 활동 홍보

- 자녀가 또래상담자이거나 또래상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학부모 모임을 별도로 개최하여 또래상담 소개

<표 18> 대상별 또래상담 홍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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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교사전용 메신저

- 교내에서 사용하는 메신저를 통해 또래상담 모집 기간, 또

래상담자 추천 요청, 또래상담 활동 일정 등에 대한 내용 

공지

교무회의 및 

교사교육

- 공식적으로 교사가 모이는 시간을 활용하여 또래상담 운영 

계획서를 교장 및 교사에게 배포하고 또래상담 홍보 

및 설명

- 교장·교감선생님께 운영 허가를 받고 사전에 운영 계획을 

설명한 후에, 교감선생님에게 교무회의에서 또래상담 신

규 운영 혹은 또래상담자 모집 등과 같은 내용을 전직원

에게 전달하는 것에 대한 협조 요청

- 또래상담 운영 계획에 또래상담 및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

한 교사교육 계획 수립 후 교육을 통해 또래상담의 내용

과 효과 전달

 1-2. 또래상담자 모집과 선발

학교에서 또래상담자를 모집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모집 대상과 시기 및 방법이다. 

1) 또래상담자 모집 대상 

중학교의 경우 학년 별 특성이 상이하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또래상담자 모집 대상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1학년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급을 한 신입생이기 때문

에 모든 학생이 중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것에 에너지를 쏟는 시기이다. 2학년은 중학교 

생활에 적응은 되었지만 발달특성 상 또래의 영향을 많이 받고, 또래 간의 과시욕구 및 

군중심리가 크게 작용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3학년이 되면 중학교 생활과 발달적으

로도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지만 고등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시기이다. 이와 같은 

각 학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1,2,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또래상담자를 선발할지, 2,3학년 

혹은 3학년만 또래상담자 대상에 선발할지를 또래상담지도교사가 결정해야 한다.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선발할 경우, 교육을 진행하고 활동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또래

상담 지도교사의 에너지를 좀 더 많이 필요로 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의 또래상담 운

영 년차 수가 길어지면 1학년 때부터 활동을 한 학생이 3학년이 되면서 또래상담자의 

경력이 누적되어 또래상담 지도교사를 도와줄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다는 이점을 

기대할 수 있다. 3학년만 또래상담자로 선발하는 경우 시간 확보나 교육 운영 및 지도 

상의 편리함을 얻을 수 있는 반면, 또래상담자의 경력이 누적되는 것을 통한 이점은 얻

을 수 없다.



●●● 또래상담 운영학교 지침서 및 교사매뉴얼

• 50 •

방법 특징

담임교사

추천

- 각 학급에서 또래상담자 활동에 적합한 학생을 추천받은 후에 추천을 받은 당사자 

학생의 활동의사를 확인하고 선발한다.

- 장점 : 교사의 추천을 받을 경우, 또래상담자가 자부심과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다.

- 유의사항 : 성적이 좋은 학생이 아닌 또래상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또래상담

중학교에서 또래상담을 처음으로 운영할 때는 3학년을 대상으로 또래상담자를 선발하

고 활동을 하고, 년차 수가 늘어가면서 대상 학년을 2학년, 1학년으로 확대해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1~3학년이 함께 교육 및 활동을 할 경우 선·후배 간

에 보완이 이루어져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2) 또래상담자 모집 시기

또래상담 지도교사는 또래상담 활동 계획에 따라 또래상담자 모집 시기를 선정할 수 

있다. 또래상담자 모집 시기는 1학기 초와 2학기 말 두 가지 시점으로 잡는 것이 일반

적이다. 중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1학기 초에 CA 및 동아리 활동을 정하는 시기에 또래

상담자를 모집한다.

- 1학기  : 1학기가 시작하는 시기인 3월에 래상담반 모집을 하여 1학기는 기본교

육을 심으로 운 하고, 기본교육을 통해 양성된 래상담자가 래상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1학기 에 래상담자 모집을 진행할 경우 학교의 동

아리  CA 모집과 같은 학사일정에 맞출 수 있다. 

- 2학기 말 : 1학기 시작과 함께 래상담 활동을 시작하려면 학기 시작 에 래상

담자 양성단계를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2학기 말에 래상담반 모집을 진행하고,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래상담 기본교육을 실시하여 래상담자 양성을 완료

할 수 있다. 2학기 말에 래상담자 양성을 마칠 경우, 학교에서 새 학년의 학 을 

편성할 때 래상담자를 각 학 에 고르게 배치하고, 3월 신학기에 래상담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는 이 을 얻을 수 있다. 

3) 또래상담자 선발 방법

학교 현장에서 또래상담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중학

교에서 활용 가능한 <표 19>의 또래상담자 모집 방법을 참고하여 학교 상황에 맞추어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든 또래상담 지도

교사는 또래상담자를 모집할 때, 학생이 또래상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한 

자발적인 동기를 가지고 또래상담의 기본 취지 및 활동 목적에 부합하여 적극적으로 참

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중요한 요소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표 19> 또래상담자 선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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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역할에 적합한 학생을 추천받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학생의 동의 없이 일방적

인 선발을 할 경우에는 자발적 동기가 부족하여 또래상담에 대한 흥미가 부족하여 

교육 및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자발적

신청

- 또래상담자 모집 대상 학년 학생들에게 또래상담에 대해 충분이 공지를 한 후, 관

심을 가지고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신청을 통해 선발한다.

- 장점 : 자발적인 동기를 가지고 또래상담에 참여할 경우,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

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유의사항 : 또래상담자의 관심과 흥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

다.

교우도 

조사

결과 반영

- 각 학급에서 교우도 조사를 실시한 후, 교우관계가 좋은 학생들을 선별하여 당사

자 학생의 활동의사를 확인하고 선발한다.

- 장점 : 교우관계가 좋은 학생들이 또래상담자로서 활동을 할 경우 학생들이 또래

상담을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 유의사항 : 교우도 조사를 할 때 단순히 좋아하는 친구를 조사하는 것보다 또래상

담자의 역할을 반영하여 고민이 있을 때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친구를 알아

보는 것이 적절하다. 

면접

- 또래상담 활동을 하고자 희망하는 학생을 또래상담지도교사나 기존 또래상담자가 

면접을 거쳐 선발한다.

- 장점 : 또래상담 활동에 대한 준비도와 동기를 높일 수 있다. 희망자가 많을 경

우, 선발된 학생은 자부심을 느끼고 참여도가 높아질 수 있다.

- 유의사항 : 면접에서 평가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면접 질문지를 구성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면접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

다. 또한 또래상담 지도교사와 기존 또래상담자가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조율하여 

선발에 반영할 수 있다.

✒ Tip 또래상담자 선발시 고려할 성향들

 - 타인에 대한 관심과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표현하는 학생

 - 타인이 평가하기에 신뢰 있는 행동을 한다고 보이는 학생

 - 리더십을 발휘하는 학생

 -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학생

 - 따뜻하고 다정한 성격을 가진 학생

 - 타인의 감정과 행동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진 학생

 - 또래상담에 관심이 많고 자발적인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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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또래상담자 선발 시 유의사항

또래상담 교육 및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또래상담자를 선발할 때 유의해

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성적우수자 혹은 학급임원을 선발하는 경우

교사추천 혹은 또래상담 지도교사가 선정한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성적우수자나 학급

임원을 선발한다면, 선발된 학생들은 자발적 동기가 부족하여 교육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또래상담

자의 선발기준이 성적에 근거할 때 일반학생들에게 또래상담자의 역할 및 활동에 대

한 공감을 얻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공부를 잘 하는 것을 선발기준으로 하는 것

이 아니라 다른 친구에게 관심이 있고 친구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여부를 고

려할 때 또래상담자의 역할을 통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② 또래관계의 어려움으로 상담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또래상담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특정학생을 상담교사가 지속적으로 지도하거나 또

래활동을 경험하도록 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상담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선발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또래상담지도교사가 목적을 가지고 상담이 필요한 학생을 또래

상담자로 선발하는 경우라면 또래상담자로 선발된 구성원끼리 친근감을 가지고 함

께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야 한다. 또는 또래상담 모집에 신

청한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학생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또래

관계에서 불안정한 학생이 포함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선발 과

정에서 또래상담지도교사가 사전면담 등으로 스크리닝을 할 수 있다.

③ 임의로 또래상담자를 배치하는 경우

학교에서 또래상담의 운영 목표나 계획 없이 의무적으로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실

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교사가 운영의 편의를 위해 학급의 몇 명 인원을 임

의로 지정하여 또래상담반을 구성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방법은 또래상담에 대

한 학생의 동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교육 및 활동의 효과가 감소될 수 있고, 활동

의 지속성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또한 비자발적인 상태에서 학급에서 한 명씩 오는 

학생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학교의 여건 상 임의로 또래상담자를 배치해야 하

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학급에서 두 명 이상씩 짝을 지어 선발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④ 봉사활동 시간을 위해 참여한 학생들이 있는 경우

또래상담은 또래의 고민을 들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활동으로 교내에서 또래상담을 

한 것을 기록한 사례일지를 근거로 봉사활동 시간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학

교가 많다. 봉사활동 시간이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하고 활동을 지속하는데 좋은 강

화물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또래상담 활동을 통한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단순히 보

상을 받기 위해 활동을 하게 될 경우 학생 스스로 소진될 수 있고 활동에 소극적일 

수 있다. 따라서 선발 과정에서 또래상담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를 파악하고, 학생

들의 자발적인 동기가 꾸준히 유지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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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또래상담자 선발 시 학생들에게 공지해야 할 또래상담자 윤리 규정 예시

– 또래상담은 건전한 또래문화 형성을 위한 활동으로 또래문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

동으로 교내 선도위원회에 회부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또래상담은 또래의 고민을 들어주는 상담자로서 비밀보장의 원칙을 반드시 지킨다.

– 또래상담자가 되기 위해 받아야 하는 기본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한다.

– 또래상담반이 함께 하는 활동에 결석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윤리 규정을 어길 경우, 또래상담반에서 중도 탈락할 수 있다.

✒Tip
중학교 또래상담자 모집 사례   

[출처: 중학교 또래상담반 모집신청서]

2. 또래상담 훈련 프로그램 교육

 선발과정을 통해 뽑힌 학생을 교내 또래상담자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또래상담 훈련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이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또래상담 훈련 프로그램 교육은 

또래상담자 양성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또래상담 지도교사는 학

생들이 또래상담에 대한 관심과 참여 동기를 유지 및 강화하면서 또래상담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기법을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또래상담자 훈련 프로그

램을 지도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또래상담 지도자 과정을 이수하면서 배운 내용과 「솔

리언또래상담 지도자 지침서(청소년)」을 참고하도록 한다. 본문에서는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사전에 고려해야 하는 집단의 규모, 훈련기간, 대상자의 또래상담 경험에 따른 기

본교육 및 심화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개괄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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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집단의 규모

 또래상담 프로그램은 학교 또래상담반을 구성하기 위해 선발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또래상담 지도교사는 소집단 규모로 구성된 학생들

에게 일정한 교육과정에 따라 상담기법을 알려주고, 다양한 실습을 적용한다. 또한 학교

에서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학급 단위 혹은 전교생 대상으로 또래상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각각의 집단 규모에 따른 교육 운용 시 유의사항을 <표 20>에 제시하였다.

  

<표 20> 집단 규모에 따른 또래상담 프로그램 활용 방법

규모 방법

소그룹

- 대상: 또래상담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학생들

- 인원: 10명~20명

- 목적: 학교에서 또래상담자로 활동할 학생들에게 또래상담자가 갖추어야할 기

본소양 및 대화방법을 훈련시키고, 또래상담자를 양성하기 위함.

- 방법: 한 모둠에 6명 정도로 나누어 대화방법 연습 및 토론활동을 진행함. 또

래상담지도교사가 혼자 수용하기 어려운 인원이라면 보조진행자 역할을 할 협

력교사 및 외부 봉사자 등의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보조 인력을 구하

기 힘들다면 분반을 하여 교육을 진행할 수도 있음.

학급 단위

- 목적: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인성교육으로 활용하여 학생들의 배려 및 공감능력

을 증진시키기 위함

- 방법: 학급 단위로 교육을 진행할 경우에 또래상담지도교사 혼자 하는 것은 어

렵기 때문에 보조 인력이 반드시 필요함. 프로그램이 대화방법을 연습하고 함

께 생각을 토론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모둠 형태(한 모둠에 6명 정

도)로 나누어야 함.

- 주의: 또래상담 프로그램 교육을 이수하면 또래상담자 수료증을 받을 수 있지

만 학급 전체 인원을 또래상담자로 양성하는 것은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기 쉬

우므로 지양해야 함. 교육을 실시한 후에 또래상담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의

지를 가진 학생을 별도로 선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학교에서 실제 또래상담 

활동이 이루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전교생 대상

- 또래상담자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교생 대상의 또래상담 프로그램 교육

을 실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기회가 있다면 

또래상담에 대한 이해를 통해 교내 인지도 향상을 목적으로 한 특강의 형태로 

활용하는 것이 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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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교육 기간

청소년을 위한 또래상담 프로그램은 12시간~15시간 정도(최소 12시간 이상)로 진행하

도록 구성되었다. 가능하다면 15시간을 모두 활용하여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친구

관계에 대해 생각하고 공감과 경청을 충분히 연습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또래상담자로 

선발된 자질 있는 청소년이 함께 공동체의식에 대하여 토론하고, 긍정적인 의사소통방

법을 연습하는 과정을 통해 또래상담에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익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학교에서는 CA나 동아리, 혹은 방과 후 활동 등의 형태로 또래상담을 운영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CA 시간을 활용할 경우 학교 여건에 따라 주당 1시간, 격주 1시

간 또는 월 1회 등의 형태로 교육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학교 여건에 맞게 교육 기간

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하지만, 각 회기 간 프로그램 운영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난 회

기와의 연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주당 1시간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을 권장한다. 또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의 협조를 구한 후에 방과 후 혹

은 토요일 및 방학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2-3.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

학교의 또래상담 운영 경력이 2년차 이상이 되면 또래상담반에 새롭게 들어온 학생과 

기존에 또래상담반에서 활동을 해온 학생으로 구성원이 구분된다. 또래상담반에 새롭게 

들어온 학생에게는 또래상담자가 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또래상담 프로그

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때 또래상담지도교사는 신규 학생을 위한 기본교육과 기

존 또래상담자 지도를 위한 심화교육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신규 학생과 기존 학생의 

집단을 나누어 각각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또래상담지도교사 인력이 확보된다면 교

육을 운영하기 원활할 것이다. 하지만 학교에서 1인의 교사가 또래상담반 운영을 책임

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래상담 경험 여부가 다른 학생들을 함께 지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교육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연계기관을 통한 외부강사 인력 확보

앞서 소개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의 연계기관에 또래상담과 관련하여 기본교육 혹

은 심화교육 을 지도해줄 수 있는 전문가 섭외를 문의할 수 있다. 이 때 또래상담 지도

교사는 본인이 기본교육과 심화교육  중 어느 부분을 담당하고, 어느 부분에 대한 도움

이 필요한지를 문의 전에 명확히 정한 후에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래상담 

운영 기획 단계에서 또래상담자 양성을 위한 교육 진행 방법에 대한 대략적인 틀을 잡

아놓는다면 실제 운영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외부강사 섭외를 할 경우, 신

규 학생과 기존 학생을 별도로 교육하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도 이에 맞게 사전에 확보

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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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내용

또래

상담

심화

교육

프로

그램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또래상담 심화교육 프로그램」

(2013)을 개발하였다.. 

- 2012년부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또래상담이 확대 운영됨에 따라 기존 

또래상담자의 역할 중 학교폭력 예방 및 조기개입을 위한 역할이 강화되었다. 또한 

또래상담자 교육을 위한 새로운 교육콘텐츠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꾸준히 있어왔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학교폭력 예방 및 조기개입에서 또

래상담자의 역할에 초점을 둔 심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2) 신규 및 기존 학생 통합 교육

기존 학생이 기본교육을 이수한 시기는 일반적으로 신규학생이 들어오기 1년 전이다. 

학생들이 기본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용을 모두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리고 프로그램 내용이 조별 토론 및 역할극 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구성원이 달

라지면 답변 등의 반응이 새롭게 만들어진다. 또한 의사소통 전략 및 또래상담을 할 때 

필요한 대화기술은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 이와 같은 이유

로 신규 및 기존 학생을 통합하여 기본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신규 학생과 기존 

학생을 통합하여 교육을 진행할 경우, 구성원 간의 친 감을 형성할 수 있는 이점도 얻

을 수 있다. 이 때 또래상담지도교사가 주의해야 할 점은 학생들은 교육에서 활용하는 

게임이 반복될 경우 지루함을 느낄 수 있으므로 기존 학생들이 하지 않은 다양한 활동

을 교육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3) 신규 학생과 기존 학생 분리 교육

또래상담지도교사가 신규 학생에게는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기존 학생에게는 단회기 

혹은 기본교육과 상응하는 시간을 할애하여 심화교육 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때 또래상

담지도교사가 기본교육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기에는 기존 학생을 참여시킬 수 있

다. 이를 위해서는 신규 학생과 기존 학생의 교육 시간을 별도로 확보해야 하고, 또래상

담지도교사가 심화교육 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콘텐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신규 학

생과 기존 학생을 분리해서 교육을 실시할 경우, 기존 또래상담자 학생의 지루함을 줄

일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 교사의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소요되고 교육콘텐츠를 구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심화교육 활용 방법은 <표 21>에 제시되었다. 

<표 21> 심화교육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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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집단상담 및 교육 진행시 활용할 수 있는 단체 게임 방법

① 단체 가위바위보

 - 사회자와 단체로 가위바위보해서 이긴 사람에게 간단한 상품을 주는 게임으로 프

로그램 시작 초에 주의 집중을 하는데 유용하다.

 - 사회자와 함께 모두 한 손을 들게 한 후 가위바위보 구령에 맞춰 동시에 낸다.

 - 사회자를 기준으로 하여 사회자를 이긴 사람만 남고, 비기거나 진 사람은 손을 내

리도록 한다.

 - 사회자에게 이긴 사람이 3명 이하인 경우 이긴 학생들과 사회자와 한 번 더 가위

바위보하면 사회자가 혼자 이길 확률이 높다. 그러므로 준비한 상품 개수에 따라 

2~3명이 남았을 때 동시에 시상해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남은 사람들끼리 가위바

위보해서 이긴 학생에게 시상해도 된다.

   여러 번 진행할 때 매번 이긴 학생에게 상품을 주는 것보다는 사회자와 비긴 사

람, 진 사람 등 다양하게 규칙을 정해서 진행하는 것이 흥미를 끌기에 좋다.

② 이구동성

 - 모둠별로 나누어 단어를 정하고 그 단어를 구성원들이 한꺼번에 외치면 다른 모둠

원들이 그 소리를 듣고 단어를 맞추는 게임이다. 모둠별 응집력 형성에 유용하며 

게임 진행방법은 다음과 같다.

 - 이구동성으로 외칠 단어의 글자수를 정한다. 5,6글자도 가능하나 4글자를 보통 많

이 사용한다.

 - 글자수를 정하고 나면 모둠별로 어떤 주제의 단어를 선택할지 상의하도록 하고 2

개 내지 3개 단어를 정하도록 5분 정도 시간을 준다. 이 과정에서 너무 어려운 주

제나 단어는 게임의 흥미를 반감하므로 가급적 대부분 알 수 있는 단어 위주로 결

정하도록 안내한다(예: 주제-학교, 단어-여름방학, 체육시간).

  단어를 결정한 후, 글자수만큼 인원이 나와 전체 인원이 보기에 왼쪽부터 단어가 

시작되도록 일렬로 줄을 선다. 

  사회자의 하나둘셋 구령에 맞춰 동시에 글자를 외친다. 나오기 전에 전체 글자 중 

낱개 글자 한 개를 한 명이 맡도록 정해야 하고, 앞에 나와서 동시에 자신이 맡은 

글자를 소리 내어 외친다. 3번 정도 반복해서 외치는 것이 적당하고, 5번 이상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정답을 맞춘 모둠에 1점을 부여하고, 모든 모둠의 게임이 끝난 후 가장 많은 단어

를 맞춘 팀에 간단한 상품을 시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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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친구들 별칭 맞추기

A4 용지를 학생들에게 각각 한 장씩 나누어 주고, 반으로 자르도록 한다.

반으로 나눈 용지 중 한군데에 자신의 별칭을 4자 이하로 지어 적는다.

별칭을 적은 용지를 학생의 등 뒤에 붙인다. 이 때 전체 학생이 벽 쪽에 등을 마주

하도록 하여 큰 원 대형으로 서도록 하고, 또래상담지도교사나 진행자가 돌아다니

면서 별칭 종이를 등에 붙여준다. 게임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서로의 별칭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도록 한다.

별칭을 등에 붙인 학생은 반으로 잘라서 사용하고 남은 빈 용지와 펜을 들고 벽에 

등을 붙이고 서있도록 한다.

신나는 음악을 틀어주고 음악이 나오는 동안 교실을 돌아다니며 서로의 등에 붙어

있는 별칭을 보고 남은 용지에 적도록 한다. 상대방의 별칭을 확인하고 적는 동안

엔 벽에 붙어 있을 수 있고, 2초 이상 붙어있지 않도록 한다. 이외의 시간에는 계

속 움직여야 하고 들고 있는 종이에 최대한 많은 별칭을 적도록 한다.

노래가 끝나면 마무리하고 원래의 자리에 앉은 후 이름과 별칭을 소개하고, 가장 

많은 별칭을 정확하게 적은 학생에게 간단한 상품을 시상한다.

3. 또래상담 프로그램 교육 수료 및 또래상담반 관리 

또래상담 지도교사는 일련의 또래상담 프로그램 교육과정을 통해 또래상담자로서 활

동할 준비가 갖추어진 학생들을 양성한다. 또래상담 프로그램 교육 수료는 또래상담 15

시간 내외의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한 학생들을 격려한다는 의미가 있다. 또래상담 프로

그램 교육을 마친 후에 또래상담 지도교사는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학교 내 또래상담자

로 활동할 수 있도록 또래상담반을 관리해야 한다.

 3-1. 또래상담 프로그램 교육 수료식

또래상담 프로그램 교육을 마쳤을 때, 수료증을 수여하여 간단한 의식을 가지는 것은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보람을 느끼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일반적으로 또래상담자

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할 학생들이 교육에 참여하므로 교육을 마친 학생은 학급 및 전

체 학교 내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또래에게 다가가기 위한 준비과정을 마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학생들에게 교육 수료식은 또래상담자로 임명장을 받는 것

과 같이 자긍심을 줄 수 있다. 또래상담 지도교사가 자체적으로 수료식을 진행할 수 있

지만 교장선생님이나 학생부장교사 등이 참석하여 수료식을 진행해준다면 학생들의 자

부심을 고취하는데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또래상담 운영학교 지침서 및 교사매뉴얼

• 59 •

✒ Tip 또래상담 교육 수료증 발급받는 방법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직인의 수료증을 발급하려면 솔리언또래상담 DB시스

템(http://peer.counselingsystem.or.kr/)에 교육에 참가한 학생 명단을 등록한 후 

승인을 받고 해당사이트의 수료증 발급 메뉴를 통해 수료증을 출력할 수 있다. 

솔리언또래상담 DB시스템 이용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또래상담 실적 관리 부

분을 참고하도록 한다.

- 학교장 직인의 수료증을 발급하려면 솔리언또래상담 DB시스템의 수료증 발급 메

뉴에 학교장 직인으로 변경하여 출력할 수 있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직인

의 수료증 양식을 참고하여 또래상담지도교사가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다. 

✒ Tip 또래상담자 임명식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

- 임명장: 학교장 명의의 임명장을 발급할 경우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  할 수 있음.

- 배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및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제작하여 또래상

담 운영학교로 보급하는 배지를 신청하여 또래상담자에게 나누어 주어 또래상담

자의 역할과 소속감을 부각시킬 수 있음.

- 또래상담 수첩: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또래상담과 관련된 내용 및 또래상담 

사례를 기록할 수 있는 일지로 구성된 또래상담 수첩을 제작하여 또래상담 운영

학교로 보급하고 있으므로 해당기관에 신청하여 학생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음.

1) 교육 수료 인원이 모두 또래상담반에 포함되는 경우

교육 수료식을 통해 교육과정을 마치고 또래상담자로서 임명한다는 의미까지 부여할 

수 있다. 임명식의 의미를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교육 수료증과 별도로 

학교장 명의의 또래상담자 임명장을 발급하여 나누어 줄 수 있다.

2) 교육 수료 인원 중 일부만 또래상담반에 포함되는 경우

일련의 교육 과정에 성실히 참여한 학생들은 모두 교육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학생들

이 교육에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또래상담자로 활동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는 선발 과정

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또래상담에 관심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여 교육을 진행한 경우가 

아닌 학교에서 임의로 특정 학급 및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 수

료 후 또래상담자로 활동을 할 학생을 별도로 선발하여 또래상담반을 구성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라면 교육 수료식과 별도로 또래상담자 임명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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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또래상담반 구성 및 관리

또래상담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모이는 시간과 장소를 확보

하고 이에 대해 또래상담자와 교사 및 학부모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또래상담반에 함께 소속되어 활동하는 학생들끼리 어느 반에 어떤 친구가 있는지 알

고 친근감을 형성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교육 과정을 통해 이미 친분을 형성하였

다면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인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라면 오리엔테

이션 시간을 가지는 것이 또래상담반 운영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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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2. 중학교 또래상담자 활동단계

또래상담자 활동단계에서는 또래상담자가 학교 및 학급 내에서 다양한 역할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또래상담 지도교사의 지도가 필요하다. 또래들 내에서 또래상담자가 할 

수 있는 역할과 활동은 매우 다양하다. 친한 친구가 되어 심리적인 지원을 하는 것에서

부터 도움이 필요한 친구에게 행동을 통해 힘이 되어주는 것,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공감 및 배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캠페인 활동을 하는 것 등의 활동을 할 수 있

다. 또래상담 지도교사는 또래상담자 역량에 맞는 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하도록 한다.

1대1 대면상담과 같은 상시 활동 영역과 관련해서 1학년 또래상담자는 역량이 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활동을 지도하고, 교내 단체 활동을 통해 또래상담반으로 소속감을 

높이도록 한다. 교내 단체 활동을 할 때, 2-3학년 선배들이 후배들을 잘 이끌 수 있도록 

또래상담 지도교사가 역할을 부여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래상담 활동단계를 

운영할 때 또래상담 지도교사의 일방적인 지시보다는 사전 운영계획을 바탕으로 또래상

담자들과 함께 의논하여 활동내용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문에서는 중학교 또래

상담 지도교사가 활동단계를 운영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활동목록과 지도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1. 상시 또래상담자 활동

또래상담자는 학교 및 학급 안에서 좋은 친구가 되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기

분을 이해하며 대화를 하면서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고, 친구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

도록 정서적, 행동적 지원을 한다. 상시적으로 또래상담자가 하게 되는 역할과 활동목록

은 <표 22>를 참고한다.

<표 22> 또래상담자의 역할 및 활동 예시(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3)

정서적 

지지자  
또래상담자는 또래친구의 고민을 들어주고 공감해줍니다.

조력자
또래상담자는 친구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또래친구와 학급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행동으로 도와줍니다. 

또래

해결자

또래상담자는 친구의 어려움을 상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함께 찾아줍

니다. 

고민들어주기, 상담실 연계하기(1388홍보), 내가 먼저 인사하기, 조퇴/결석한 친구에게 문자하기, 

생일축하 메일 보내기, 학교생활 안내해주기(전학생), 이동수업할 때 함께 가주기, 점심식사 함께 

먹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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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 공감 및 배려 문화 확산을 위한 또래상담반 활동

 2-1. 또래 수호천사 및 칭찬함 운영

활동

목표

또래상담자가 학급에서 친구들 간의 수호천사를 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친구들의 우정이 

돈독해 질 수 있도록 한다. 

운영

기간
1학기 지속 운영

준비물

- 칭찬함 제작에 필요한 문구류

- 편지지 및 편지봉투

- 학기말 시상을 위한 상품

활동

준비

과정

1. 칭찬함 만들기

2. 편지지와 편지봉투 준비하기

3. 학생들에게 의미홍보하고 수호천사 정하기

4. 편지 배달하기

활동

세부

내용

- 매 달 첫 번째 수요일 08:30~08:50(20분간)  사랑의 우체부(또래상담자)가 학급 친구

들의 수호천사(마니또) 정하는 것을 진행한다.

- 정해진 수호천사는 친구에게 매 주 칭찬편지쓰기를 한다.

- 편지를 모아 또래상담자들이 해당자에게 전달한다.

- 1학기 말에 폭력과 따돌림 없는 반과 가장 많이 칭찬편지를 쓴 학생에게 ‘최고의 아

름다운 동행자’ 및 ‘동행반’ 상을 수여한다.

참고

사진

  

[출처: 중학교 칭찬함 운영 활동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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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또래상담 홍보 및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활동

목표
고운말 쓰기 캠페인 활동을 통해 언어를 순화하며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 

운영

기간
2학기 지속 운영

준비물

- 친구사랑 및 학교폭력 예방 문구를 담은 어깨띠

- 캠페인 기간 동안 교내에 부착할 현수막

(인쇄비 예산이 부족할 경우, 피켓을 또래상담자가 직접 만들 수 있음)

활동

준비

과정

1. 또래상담자들에게 고운 말 쓰기 캠페인에 활용할 글귀 모집

2. 국어선생님의 협조 및 좋은 글귀를 선정

3. 1장의 현수막과 14장의 어깨띠 모두 다른 글귀를 선정

4. 고운 말 쓰기 캠페인 활동을 하는 날은 등교에서 하교 때까지 어깨띠를 계속 하고 

있으면서 고운 말 사용의 중요성을 친구들에게 알림

활동

세부

내용

- 등교시간(08:00~08:40)에 학교 정문 앞에서 또래상담자들이 한 줄로 서서 등교하는 

친구들에게 ‘친구야 사랑해’, 선생님께는 ‘선생님 사랑합니다’를 함께 말한다.

- 캠페인 활동을 하는 날은 등교시간부터 하교할 때까지 어깨띠를 착용하고 다닌다.

참고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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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또래상담 홍보부스 및 또래상담 체험의 날

활동

목표
또래상담 홍보 부스를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또래상담에 대한 인식을 넓힐 수 있다. 

운영

기간
학교 축제 혹은 체육대회 기간에 운영

준비물

- 또래상담 홍보부스 운영 홍보물 및 포스터 제작 문구류

- 심리퀴즈와 착시퀴즈에서 활용할 문제(인터넷 검색 활용)

- OX퀴즈 및 이벤트 문제지

- 퀴즈 정답자 및 이벤트 당첨자 상품

활동

준비

과정

1. 4개 영역의 부스를 운영할 또래상담자들을 역할 분배함.

2. 각 부스의 홍보 포스터를 역할 분배하여 만듦.

3. 그림으로 풀어보는 심리퀴즈, 착시퀴즈, OX퀴즈, 이벤트부스, 안내 도우미 팀으로 

역할 분담

4. 각 팀 별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고 연습

5. 이벤트부스 ‘또래상담은 ~~다’ 시상

활동

세부

내용

- 각각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준비한 부스를 운영한다(1코너:그림으로 풀어보는 심리퀴

즈, 2코너:재미있는 착시퀴즈, 3코너:또래상담과 학교폭력에 대한 OX퀴즈, 4코너:“또래

상담이란?~~이다.” 짧은 글 짓기).

- 안내 도우미를 맡은 또래상담자는 많은 학생들이 홍보부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

내 홍보를 하고, 홍보부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입장 순서를 정리해준다. 

- ‘솔리언은 ~~다’ 시상식을 한다.

참고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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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학교폭력 예방 역할극

활동

목표

긍정적인 또래관계 형성을 위한 연극을 공연함으로써 교내 학교폭력 예방 및 공동

체 문화를 촉진하고, 또래상담반의 다양한 활동을 전교생에게 알릴 수 있다.

운영

기간

대본작성: 10월~11월

연습 및 공연: 12월(2학기말고사 종료 이후)

준비물 - 역할극에 필요한 소품

활동

준비

과정

1. 연극을 위한 대본 작성

2. 역할 배정 및 대본 암기

3. 학교에 역할극 공연 일정 홍보 및 참석희망자 확보

4. 역할극 연습 및 공연

참고

자료

[출처: 중학교 또래상담반 역할극 대본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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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월 5월 6월

- 또래상담반 모집 

홍보

- 또래상담반 신청서 

접수

- 신규또래상담자 선발 

및 기존또래상담자 

관리

- 또래상담반 

오리엔테이션

- 신규또래상담자 

기본교육

- 기존또래상담자 

심화교육 

- 또래상담 사전평가

- 신규또래상담자 

기본교육 수료식

- 또래상담반 

멘토-멘티 구성

- 또래상담 홍보 및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7월 8월 9월 10월

- 여름방학

UCC 기획 회의

- 개학

- UCC 대본작성 및 

촬영

- UCC 완성 및 공모전 

출품 준비

- 또래상담활동 

주간(애플데이) 준비 

및 실시

11월 12월 1월 2월

- 또래상담 역할극 

준비 및 연습

- 또래상담반 발표회

- 우수또래상담자 선정 

및 시상

- 또래상담 사후평가

- 연간 진행된 

또래상담 사례 및 

활동 정리

- 기존또래상담자 

학급배정

- 또래상담활동 연중 

계획 작성

- 또래상담반 홍보 

계획 및 준비

Ⅴ. 고등학교 운영단계

또래상담 지도교사는 기획단계에서 기획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또래상담반 구성, 또래

상담자 양성 교육, 또래상담활동 지도 및 사례관리 등의 일련의 과정을 실제로 운영해야 한다. 

교사가 또래상담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단계는 학교의 실제 또래상담 

운영 사례를 토대로 하여 구체적인 지도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초·중·고등학생의 발

달특성의 차이를 고려하여 학교 급 별로 또래상담 운영의 방향과 지도방법을 설명하였다. 학교

의 여건에 따라 실제 또래상담 운영은 학교마다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또래상담지

도교사는 운영단계에서 제시하는 지도방법을 참고하여 학교 여건에 맞게 수정하거나 다른 방법

을 첨가할 수 있다.

<예시 6> 고등학교 또래상담 운영 연간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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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내용

포스터 및 

게시물 부착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공식적으로 배포하는 또래상담 포스터를 교내 게

시 공간에 부착, 또래상담 포스터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혹은 지역 청소

년상담복지센터에 요청하여 수령하거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홈페이지 및 

또래상담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하여 사용 가능

- 직접 제작한 또래상담 홍보 포스터 및 게시물을 교내 게시 공간에 부착하여 홍

보, 기존에 활동 중인 또래상담자가 있을 경우 또래상담자와 함께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거나 또래상담지도교사가 직접 제작

Ⅴ-1. 고등학교 또래상담자 양성단계

또래상담자 양성단계는 학교에서 또래상담을 운영하기 위해 꼭 필요한 또래상담반을 

구성하는 단계이다. 또래상담 지도교사는 또래상담자가 되고자 하는 학생을 모집하여 

또래상담자 훈련 프로그램을 교육하고, 지속적으로 또래상담활동을 하는 것에 동의를 

한 또래상담자들을 또래상담반으로 조직하는 일련의 과정을 양성단계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1. 또래상담자 모집과 선발

 1-1. 또래상담자 모집을 위한 홍보

좋은 또래상담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자질 있는 학생을 모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를 위해 교내에서 적극적으로 또래상담을 홍보하여 인지도를 높여 많은 학생들이 또래

상담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 안에서의 또래상담자 모집

을 위한 홍보는 일반 학생 및 교사에게도 또래상담을 인식하게 하여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또래상담자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기회이기도 하다.

또래상담을 홍보할 때 또래상담의 의미, 프로그램 내용, 교내 활동계획 및 또래상담

의 효과 등의 내용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또래상담을 홍보하

는 다양한 방법과 또래상담자 모집을 하기 위해 협조가 필요한 학부모와 교사 등의 대

상으로 홍보하기 위한 방법을 <표 23>과 <표 24>에 각각 제시하였다. 초등학교 시기는 

자녀의 학교 활동에 부모님의 관심과 지원이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또래상담을 알리고, 구체적인 또래상담 활동의 내용 및 효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23> 교내 또래상담 홍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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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물 배포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공식적으로 배포하는 또래상담 리플릿을 활용, 또

래상담 리플릿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혹은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지

원 요청 가능

- 지원받을 수 있는 공식 리플릿의 수량은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전교생을 대상으

로 유인물을 배포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식 리플릿을 근거로 하여 학교 자체적으

로 제작하여 활용, 공식 리플릿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홈페이지 및 또래상

담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

또래상담

홍보영상 

활용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제작한 또래상담 소개 영상, 홍보 영상 등의 콘텐

츠를 조회시간이나 점심시간에 방송하여 홍보, 또래상담 관련 콘텐츠는 또래상담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

학교

홈페이지

활용

- 학교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통해 또래상담반 개설 소식 및 또래상담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

- 또래상담지도교사가 자체적으로 학교 또래상담반을 위한 온라인 공간(블로그, 카

페, 홈페이지 등)을 개설하여 활용 가능

담임교사의 

협조를 통한 

홍보

- 각 담임교사에게 또래상담반 개설 및 또래상담자 모집에 관한 홍보와 관련하여 

협조를 구한 후, 조회·종례 시간 등을 활용하여 담임교사가 직접 홍보 내용을 

전달하거나 또래상담지도교사가 각 교실을 순회하며 홍보

- 각 담임교사의 협조를 구한 후, 또래상담 홍보물을 제작하여 각 교실에 부착하여 

홍보 

학교 소식지 

및

안내책자 

활용

-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소식지 및 안내책자가 있을 경우, 간행물 안에 또

래상담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여 홍보, 기존에 학교에서 진행한 또래상담 활동

과 관련된 자료가 없을 경우 또래상담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진 자료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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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대상별 또래상담 홍보방법

대상 방법 내용

학

부

모

가정통신문

- 또래상담에 대한 소개, 또래상담자 모집 안내, 또래상담활동내용 

및 활동효과 등의 내용을 가정통신문으로 작성하여 발송

- 자녀의 또래상담 활동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용도, 교내 또래상담 

활동 소식을 제공하고 홍보하는 용도 등 가정통신문 발송 목적에 

따라 내용 구성 

학부모 모임

- 일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모임에서 또래상담을 소개하는 시간

을 마련하여 교내 또래상담 활동 홍보

- 자녀가 또래상담자이거나 또래상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학부모 

모임을 별도로 개최하여 또래상담 소개

교사

교사전용 메신저
- 교내에서 사용하는 메신저를 통해 또래상담 모집 기간, 또래상담자 

추천 요청, 또래상담 활동 일정 등에 대한 내용 공지

교무회의 및 

교사교육

- 공식적으로 교사가 모이는 시간을 활용하여 또래상담 운영 계획

서를 교장 및 교사에게 배포하고 또래상담 홍보 및 설명

- 교장·교감선생님께 운영 허가를 받고 사전에 운영 계획을 설명한 

후에, 교감선생님에게 교무회의에서 또래상담 신규 운영 혹은 또래

상담자 모집 등과 같은 내용을 전직원에게 전달하는 것에 대한 협

조 요청

- 또래상담 운영 계획에 또래상담 및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한 교사교

육 계획 수립 후 교육을 통해 또래상담의 내용과 효과 전달

 1-2. 또래상담자 모집과 선발

학교에서 또래상담자를 모집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모집 대상과 시기 및 방법이다. 

1) 또래상담자 모집 대상 

고등학생 연령의 청소년은 신체적·인지적·사회적 발달이 어느 정도 성숙해지고 안

정화되는 시기로 또래상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학생들이 많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환경 특성 상 입시를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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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특징

담임

교사

추천

- 각 학급에서 또래상담자 활동에 적합한 학생을 추천받은 후에 추천을 받은 당사자 

학생의 활동의사를 확인하고 선발한다.

- 장점 : 교사의 추천을 받을 경우, 또래상담자가 자부심과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다.

- 유의사항 : 성적이 좋은 학생이 아닌 또래상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또래상담자 

역할에 적합한 학생을 추천받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학생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선발을 할 경우에는 자발적 동기가 부족하여 또래상담에 대한 흥미가 부족하여 교

육 및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자발적

신청

- 또래상담자 모집 대상 학년 학생들에게 또래상담에 대해 충분이 공지를 한 후, 관심

을 가지고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신청을 통해 선발한다.

✒ Tip 고등학교 또래상담반을 활성화하려면

- 또래상담반을 봉사동아리로 홍보하여 활동내용을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해준다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매 년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 바뀌는 CA형태보다는 3년 동안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상설동아리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적인 시간을 할애하여 또래의 고민을 들어주고, 교내 공동체 의식 촉진을 위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또래상담자 모집 시기

또래상담 지도교사는 또래상담 활동 계획에 따라 또래상담자 모집 시기를 선정할 수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1학기 초에 교내 CA 및 동아리 활동을 정하는 시기에 

또래상담자를 모집한다.

3) 또래상담자 선발 방법

학교 현장에서 또래상담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고등

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표 25>의 또래상담자 모집 방법을 참고하여 학교 상황에 맞추어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든 또래상담 지도

교사는 또래상담자를 모집할 때, 학생이 또래상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한 

자발적인 동기를 가지고 또래상담의 기본 취지 및 활동 목적에 부합하여 적극적으로 참

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중요한 요소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표 25> 또래상담자 선발 방법



●●●또래상담 운영학교 지침서 및 교사매뉴얼

• 71 •

- 장점 : 자발적인 동기를 가지고 또래상담에 참여할 경우,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으

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유의사항 : 또래상담자의 관심과 흥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우도 

조사

결과 

반영

- 각 학급에서 교우도 조사를 실시한 후, 교우관계가 좋은 학생들을 선별하여 당사자 

학생의 활동의사를 확인하고 선발한다.

- 장점 : 교우관계가 좋은 학생들이 또래상담자로서 활동을 할 경우 학생들이 또래상

담을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 유의사항 : 교우도 조사를 할 때 단순히 좋아하는 친구를 조사하는 것보다 또래상담

자의 역할을 반영하여 고민이 있을 때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친구를 알아보는 

것이 적절하다. 

면접

- 또래상담 활동을 하고자 희망하는 학생을 또래상담지도교사나 기존 또래상담자가 면

접을 거쳐 선발한다.

- 장점 : 또래상담 활동에 대한 준비도와 동기를 높일 수 있다. 희망자가 많을 경우, 

선발된 학생은 자부심을 느끼고 참여도가 높아질 수 있다.

- 유의사항 : 면접에서 평가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사

전에 면접 질문지를 구성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면접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또래상담지도교사와 기존 또래상담자가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조율하여 선발

에 반영할 수 있다.

✒ Tip 또래상담자를 선발 시 참고할 성향 

 - 타인에 대한 관심과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표현하는 학생

 - 타인이 평가하기에 신뢰 있는 행동을 한다고 보이는 학생

 - 리더십을 발휘하는 학생

 -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학생

 - 따뜻하고 다정한 성격을 가진 학생

 - 타인의 감정과 행동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진 학생

 - 또래상담에 관심이 많고 자발적인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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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또래상담자 선발 시 유의사항

또래상담 교육 및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또래상담자를 선발할 때 유의해

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성적우수자 혹은 학급임원을 선발하는 경우

교사추천 혹은 또래상담지도교사가 선정한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성적우수자나 학

급임원을 선발한다면, 선발된 학생들은 자발적 동기가 부족하여 교육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

한 또래상담자의 선발기준이 성적에 근거할 때 일반학생들에게 또래상담자의 역

할 및 활동에 대한 공감을 얻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공부를 잘 하는 것을 선

발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에게 관심이 있고 친구를 돕고자 하는 마

음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할 때 또래상담자의 역할을 통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② 또래관계의 어려움으로 상담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또래상담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특정학생을 상담교사가 지속적으로 지도하거나지

도해야 한다. 또는 또래상담 모집에 신청한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학생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또래관계에서 불안정한 학생이 포함될 수도 있

다. 이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선발 과정에서 또래상담지도교사가 사전면담 등

으로 스크리닝을 할 수 있다.

③ 임의로 또래상담자를 배치하는 경우

학교에서 또래상담의 운영 목표나 계획 없이 의무적으로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실

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교사가 운영의 편의를 위해 학급의 몇 명 인원을 

임의로 지정하여 또래상담반을 구성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방법은 또래상담에 

대한 학생의 동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교육 및 활동의 효과가 감소될 수 있고, 

활동의 지속성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또한 비자발적인 상태에서 학급에서 한 명

씩 오는 학생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학교의 여건 상 임의로 또래상담자를 배

치해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학급에서 두 명 이상씩 짝을 지어 선발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④ 봉사활동 시간을 위해 참여한 학생들이 있는 경우

또래상담은 또래의 고민을 들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활동으로 교내에서 또래상담

을 한 것을 기록한 사례일지를 근거로 봉사활동 시간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주

는 학교가 많다. 봉사활동 시간이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하고 활동을 지속하는데 

좋은 강화물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또래상담 활동을 통한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단순히 보상을 받기 위해 활동을 하게 될 경우 학생 스스로 소진될 수 있고 활동

에 소극적일 수 있다. 따라서 선발 과정에서 또래상담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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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동기가 꾸준히 유지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Tip 또래상담자 선발 시 학생들에게 공지해야 할 또래상담자 윤리 규정 예시

- 또래상담은 건전한 또래문화 형성을 위한 활동으로 또래문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

동으로 교내 선도위원회에 회부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또래상담은 또래의 고민을 들어주는 상담자로서 비밀보장의 원칙을 반드시 지킨다.

- 또래상담자가 되기 위해 받아야 하는 기본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한다.

- 또래상담반이 함께 하는 활동에 결석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윤리 규정을 어길 경우, 또래상담반에서 중도 탈락할 수 있다.

2. 또래상담 훈련 프로그램 교육

선발과정을 통해 뽑힌 학생을 교내 또래상담자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또래상담 훈련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이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또래상담 훈련 프로그램 교육은 

또래상담자 양성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또래상담 지도교사는 학

생들이 또래상담에 대한 관심과 참여 동기를 유지 및 강화하면서 또래상담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기법을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또래상담자 훈련 프로그

램을 지도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또래상담 지도자 과정을 이수하면서 배운 내용과 「솔

리언또래상담 지도자 지침서(청소년)」을 참고하도록 한다. 본문에서는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사전에 고려해야 하는 집단의 규모, 훈련기간, 대상자의 또래상담 경험에 따른 기

본교육 및 심화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개괄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2-1. 집단의 규모

또래상담 프로그램은 학교 또래상담반을 구성하기 위해 선발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

육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또래상담 지도교사는 소집단 규모로 구성된 학생들에

게 일정한 교육과정에 따라 상담기법을 알려주고, 다양한 실습을 적용한다. 또한 학교에

서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학급 단위 혹은 전교생 대상으로 또래상담 교육을 실시하는 경

우도 있다. 각각의 집단 규모에 따른 교육 운용 시 유의사항을 <표 26>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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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집단 규모에 따른 또래상담 프로그램 활용 방법

규모 방법

소그룹

- 대상: 또래상담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학생들

- 인원: 10명~20명

- 목적: 학교에서 또래상담자로 활동할 학생들에게 또래상담자가 갖추어야할 기

본소양 및 대화방법을 훈련시키고, 또래상담자를 양성하기 위함

- 방법: 한 모둠에 6명 정도로 나누어 대화방법 연습 및 토론활동을 진행함. 

또래상담지도교사가 혼자 수용하기 어려운 인원이라면 보조진행자 역할을 할 

협력교사 및 외부 봉사자 등의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보조 인력을 

구하기 힘들다면 분반을 하여 교육을 진행할 수도 있음.

학급 단위

- 목적: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인성교육으로 활용하여 학생들의 배려 및 공감능

력을 증진시키기 위함

- 방법: 학급 단위로 교육을 진행할 경우에 또래상담지도교사 혼자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보조 인력이 반드시 필요함. 프로그램이 대화방법을 연습하고 

함께 생각을 토론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모둠 형태(한 모둠에 6명 

정도)로 나누어야 함.

- 주의: 또래상담 프로그램 교육을 이수하면 또래상담자 수료증을 받을 수 있

지만 학급 전체 인원을 또래상담자로 양성하는 것은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기 

쉬우므로 지양해야 함. 교육을 실시한 후에 또래상담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

할 의지를 가진 학생을 별도로 선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학교에서 실제 또

래상담 활동이 이루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전교생 대상

- 또래상담자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교생 대상의 또래상담 프로그램 교

육을 실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기회가 있다

면 또래상담에 대한 이해를 통해 교내 인지도 향상을 목적으로 한 특강의 형

태로 활용하는 것이 적당함. 

 2-2. 교육 기간

청소년을 위한 또래상담 프로그램은 12시간~15시간 정도(최소 12시간 이상)로 진행하

도록 구성되었다. 가능하다면 15시간을 모두 활용하여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친구

관계에 대해 생각하고 공감과 경청을 충분히 연습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또래상담자로 

선발된 자질 있는 청소년이 함께 공동체의식에 대하여 토론하고, 긍정적인 의사소통방

법을 연습하는 과정을 통해 또래상담에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익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등학교에서는 CA나 동아리 형태로 또래상담을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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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시간을 활용할 경우 학교 여건에 따라 주당 1시간, 격주 1시간 또는 월 1회 등의 형

태로 교육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학교 여건에 맞게 교육 기간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하지만 각 회기 간 프로그램 운영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난 회기와의 연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주당 1시간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을 권장한다. 또

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의 협조를 구한 후에 방과 후 혹은 토요일 및 방학을 활용하

여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2-3.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 

학교의 또래상담 운영 경력이 2년차 이상이 되면 또래상담반에 새롭게 들어온 학생과 

기존에 또래상담반에서 활동을 해온 학생으로 구성원이 구분된다. 또래상담반에 새롭게 

들어온 학생에게는 또래상담자가 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또래상담 프로그

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때 또래상담 지도교사는 신규 학생을 위한 기본교육과 기

존 또래상담자 지도를 위한 심화교육 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신규 학생과 기존 학생의 

집단을 나누어 각각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또래상담 지도교사 인력이 확보된다면 교

육을 운영하기 원활할 것이다. 하지만 학교에서 1인의 교사가 또래상담반 운영을 책임

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래상담 경험 여부가 다른 학생들을 함께 지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교육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연계기관을 통한 외부강사 인력 확보

앞서 소개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의 연계기관에 또래상담과 관련하여 기본교육 혹

은 심화교육을 지도해줄 수 있는 전문가 섭외를 문의할 수 있다. 이 때 또래상담 지도

교사는 본인이 기본교육과 심화교육  중 어느 부분을 담당하고 어느 부분에 대한 도움

이 필요한지를 문의 전에 명확히 정한 후에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래상담 

운영 기획 단계에서 또래상담자 양성을 위한 교육 진행 방법에 대한 대략적인 틀을 잡

아놓는다면 실제 운영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외부강사 섭외를 할 경우, 신

규 학생과 기존 학생을 별도로 교육하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도 이에 맞게 사전에 확보

해놓아야 한다.

2) 신규 및 기존 학생 통합 교육

기존 학생이 기본교육을 이수한 시기는 일반적으로 신규학생이 들어오기 1년 전이다. 

학생들이 기본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용을 모두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리고 프로그램 내용이 조별 토론 및 역할극 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구성원이 달

라지면 답변 등의 반응이 새롭게 만들어진다. 또한 의사소통 전략 및 또래상담을 할 때 

필요한 대화기술은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 이와 같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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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내용

또래상담

심화교육

프로그램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또래상담 심화교육 프로

그램」(2013)을 개발하였다.

- 2012년부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또래상담이 확대 운영됨에 따

라 기존 또래상담자의 역할 중 학교폭력 예방 및 조기개입을 위한 역할이 강

화되었다. 또한 또래상담자 교육을 위한 새로운 교육콘텐츠에 대한 현장의 요

구가 꾸준히 있어왔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학교

폭력 대책및 조기예방에서 또래상담자의 역할에 초점을 둔 심화교육 프로그램

을 개발하였다.

로 신규 및 기존 학생을 통합하여 기본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신규 학생과 기존 

학생을 통합하여 교육을 진행할 경우, 구성원 간의 친 감을 형성할 수 있는 이점도 얻

을 수 있다. 이때 기존 또래상담 지도 학생은 신규 학생들 교육에서 보조지도자로서 조

별활동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3) 신규 학생과 기존 학생 분리 교육

또래상담 지도교사가 신규 학생에게는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기존 학생에게는 단회기 

혹은 기본교육과 상응하는 시간을 할애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때 또래상

담 지도교사가 기본교육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기에는 기존 학생을 참여시킬 수 있

다. 심화교육 활용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27>에 제시되었다. 

<표 27> 심화교육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3. 또래상담 프로그램 교육 수료 및 또래상담반 관리 

또래상담 지도교사는 일련의 또래상담 프로그램 교육과정을 통해 또래상담자로서 활

동할 준비가 갖추어진 학생들을 양성한다. 또래상담 프로그램 교육 수료는 또래상담 15

시간 내외의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한 학생들을 격려한다는 의미가 있다. 또래상담 프로

그램 교육을 마친 후에 또래상담지도교사는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학교 내 또래상담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또래상담반을 관리해야 한다.

 3-1. 또래상담 프로그램 교육 수료식

또래상담 프로그램 교육을 마쳤을 때, 수료증을 수여하여 간단한 의식을 가지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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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보람을 느끼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일반적으로 또래상담자

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할 학생들이 교육에 참여하므로 교육을 마친 학생은 학급 및 전

체 학교 내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또래에게 다가가기 위한 준비과정을 마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학생들에게 교육 수료식은 또래상담자로 임명장을 받는 것

과 같이 자긍심을 줄 수 있다. 또래상담 지도교사가 자체적으로 수료식을 진행할 수 있

지만 교장선생님이나 학생부장교사 등이 참석하여 수료식을 진행해준다면 학생들의 자

부심을 고취하는데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1) 교육 수료 인원이 모두 또래상담반에 포함되는 경우

교육 수료식을 통해 교육과정을 마치고 또래상담자로서 임명한다는 의미까지 부여할 

수 있다. 임명식의 의미를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교육 수료증과 별도로 

학교장 명의의 또래상담자 임명장을 발급하여 나누어 줄 수 있다.

2) 교육 수료 인원 중 일부만 또래상담반에 포함되는 경우

일련의 교육 과정에 성실히 참여한 학생들은 모두 교육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학생

들이 교육에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또래상담자로 활동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는 선발 

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또래상담에 관심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여 교육을 진행한 경

우가 아닌 학교에서 임의로 특정 학급 및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 수료 후 또래상담자로 활동을 할 학생을 별도로 선발하여 또래상담반을 구성하기

도 한다. 이러한 경우라면 교육 수료식과 별도로 또래상담자 임명식을 가질 필요가 있

다.

✒ Tip 또래상담 교육 수료증 발급받는 방법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직인의 수료증을 발급하려면 솔리언또래상담 DB시스템

(http://peer.counselingsystem.or.kr/)에 교육에 참가한 학생 명단을 등록한 후 승인을 

받고 해당사이트의 수료증 발급 메뉴를 통해 수료증을 출력할 수 있다. 솔리언또래

상담 DB시스템 이용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또래상담 실적 관리 부분을 참고하도

록 한다.

- 학교장 직인의 수료증을 발급하려면 솔리언또래상담 DB시스템의 수료증 발급 메뉴

에 학교장 직인으로 변경하여 출력할 수 있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직인의 

수료증 양식을 참고하여 또래상담지도교사가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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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또래상담자 임명식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

또래상담자 임명식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

- 임명장: 학교장 명의의 임명장을 발급할 경우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음

- 배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및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제작하여 또래상

담 운영학교로 보급하는 배지를 신청하여 또래상담자에게 나누어 주어 또래상담자

의 역할과 소속감을 부각시킬 수 있음

- 또래상담 수첩: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또래상담과 관련된 내용 및 또래상담 

사례를 기록할 수 있는 일지로 구성된 또래상담 수첩을 제작하여 또래상담 운영학

교로 보급하고 있으므로 해당기관에 신청하여 학생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음

 3-2. 또래상담반 구성 및 관리

또래상담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모이는 시간과 장소를 확보

하고 이에 대해 또래상담자와 교사 및 학부모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또래상담반에 함께 소속되어 활동하는 학생들끼리 어느 반에 어떤 친구가 있는지 알

고 친근감을 형성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교육 과정을 통해 이미 친분을 형성하였

다면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인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라면 오리엔테

이션 시간을 가지는 것이 또래상담반 운영에 도움이 된다.

고등학생 또래상담반은 활동의 아웃라인을 또래상담 지도교사가 잡아주면 그 이후의 

활동을 기획하고, 역할 분담을 하여 활동을 시행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다. 따라서 또

래상담 지도교사는 또래상담자가 효율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또래상담반을 조직해 

주어야 한다. 또래상담자 인원이 15명 이상으로 분반이 가능할 경우 다음과 같이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다. 또래상담반-상담조, 또래상담반-심리극조, 또래상담반-캠페인조 등 

핵심적으로 진행되는 또래상담 활동의 영역에 따라 조를 구성하여 각 구성원의 책임의

식을 높이고, 전체 활동 참여에 대한 부담감을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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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2. 고등학교 또래상담자 활동단계

1. 상시 또래상담자 활동

또래상담자는 학급 및 학교 안에서 좋은 친구가 되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기

분을 이해하며 대화를 하면서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고, 친구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

도록 정서적, 행동적 지원을 한다. 상시적으로 또래상담자가 하게 되는 역할과 활동목록

은 <표 28>을 참고한다. 

<표 28> 또래상담자의 역할 및 활동 예시(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3) 

정서적 

지지자  
또래상담자는 또래친구의 고민을 들어주고 공감해줍니다.

조력자
또래상담자는 친구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또래친구와 학급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행동으로 도와줍니다. 

또래

해결자

 또래상담자는 친구의 어려움을 상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함께 찾아줍

니다. 

고민들어주기, 상담실 연계하기(1388홍보), 내가 먼저 인사하기, 조퇴/결석한 친구에게 문자하기, 

생일축하 메일 보내기, 학교생활 안내해주기(전학생), 이동수업할 때 함께 가주기, 점심식사 함께 

먹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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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 공감 및 배려 문화 촉진을 위한 또래상담반 활동

 2-1. 또래상담 홍보 및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활동

목표

교내 또래상담반 활동을 홍보하고, 학교폭력의 위험성을 또래의 시각으로 전달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운영

기간
1년 지속 운영

준비물 - 피켓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한 문구류

실시

방법

- 또래상담반-캠페인조 또래상담자를 중심으로 캠페인 주제를 정하고, 피켓 및 홍보물을 

만든다.

- 또래상담지도교사는 캠페인 기획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조율 과정을 지도하고, 피켓 제

작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한다.

- 학교 일정을 사전에 알아본 후 캠페인 활동 요일 및 시간을 정한다(등교시간 동안 학

교 정문에서 활동하는 것이 효과적임). 

- 학기별 혹은 월별 캠페인 주제를 바꿔서 지속적으로 캠페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

한다. 프리허그 등의 이벤트를 활용할 수 있다. 

기대

효과

- 신입 또래상담자가 캠페인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또래상담반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

- 등교 시간 캠페인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즐겁게 등교할 수 있다. 

참고

사진

[출처: 고등학교 또래상담부 캠페인 활동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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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학교폭력 예방 UCC 제작

활동

목표

- 학교폭력 예방 UCC 제작 과정을 통해 또래상담자 스스로 학교폭력에 관심을 가지고, 

예방 활동에 대한 동기를 강화할 수 있다.

- 또래상담 UCC 공모전 출품을 통해 공식적인 또래상담 활동 경력을 쌓을 수 있다.

운영

기간

7월~10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개최하는 ‘또래상담 UCC 공모전’ 일정 참고)

준비물

- 촬영 도구

- 대본

- 상황 연출에 필요한 소품

실시

방법

- 또래상담지도교사는 UCC 제작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담당조를 편성하여 UCC 제

작을 위한 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촬영담당, 대본담당, 연기담당 역할을 

분담하여 담당인원을 구성한다.

- 담당 또래상담자를 중심으로 UCC 기획회의를 통해 주제를 선정하고 대본작성을 위한 

콘티를 구성한다. 또래상담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UCC를 참고할 수 있다.

- 주제와 콘티를 바탕으로 대본을 작성한다. 

- 대본 완성 후, 역할을 배정하고 UCC 담당 인원으로 부족할 경우, 다른 또래상담자의 

협조를 구한다.

- UCC를 촬영하고, 편집한다.

- 또래상담 UCC 공모전에 출품한다.

유의

사항

- ‘또래상담 UCC 공모전’ 안내문은 또래상담홈페이지 및 학교 공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

다.

참고

자료

  

<UCC 대본 작성을 위한 콘티 작업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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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목표

전교생이 참여할 수 있는 친구 사랑 캠페인의 일환으로 사과데이 행사를 통해, 친구사랑

의 마음을 엽서와 사과로 표현하여 서로 아끼고 배려하는 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

운영

기간
10월 24일이 있는 주간

준비물

- 우체통 제작에 필요한 물품

- 엽서(전교생 인원수에 맞게 수량을 준비)

- 사과(사과를 대체할 수 있는 과자 혹은 풍선 등의 물품)

실시

방법

- 또래상담지도교사는 사과데이의 의미와 활동방법을 또래상담자에게 설명한다. 

※ 사과데이: 10월에 둘(2)이 사(4)과 하는 것을 취지로 10월 24일에 사과하고 싶은 사람

에게 사과와 함께 편지를 전하는 것이 주된 내용임.

- 우체통과 사과데이 홍보를 위한 피켓 및 포스터를 제작한다.

- 사과데이에 전교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일정 및 참여방법을 홍보하고, 엽서를 나누

어 준다.

- 사과데이 우체통 운영 기간 동안 내용을 적은 엽서를 수합한다.

- 우체통 운영 마감을 하고, 엽서와 사과를 포장하여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준비한다.

- 10월 24일(사과데이)에 엽서와 사과를 배달한다.

참고

자료

2013 애플데이 운영 계획서(예시)
 00고등학교

1. 배 경

 애플데이(Apple day)는 10월에 둘(2)이 사(4)과 하는 것을 취지로 10월 24일에 사과하고 

싶은 사람에게 사과와 함께 편지를 전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사과와 화해의 문화를 이루어 나가고자 “애플데이(Apple day, 사과

와 화해의 날)”를 운영하여 사소한 오해나 섭섭한 마음의 감정을 털어낼 뿐 아니라 평소 

고마운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여 건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2. 목 적

 1) 학생자치부 ‘친구 사랑’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다.

 2)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학교 분위기를 조성한다.

 3)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화합을 조성한다.

 4) 본 행사는 전교생(1,2학년)과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3. 개 요

 1) 일 시 : 2013년 10월 18일(금)~25일(금)

 2-3. 사과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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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홍보

계획

1. 각반 게시물

2. 담임 선생님 및 학생회 홍보

진행

계획

기간 추진방법 담당교사

10.18

(금)

- 애플데이 프레젠테이션 및 고미사 엽서 배부

  . 애플데이 프레젠테이션 제작: 학생회 및 또래 

상담부, 방송부

  . 고미사 엽서 제작: 학생자치부

10.21

(월)

~

10.23

(수)

- 사랑의 우체통 운영: 고미사 엽서 수거, 본관 3

층 또래 상담부실 옆

- 애플데이 홍보 캠페인 활동: 정문 등교시간 (7:20 

~ 8:00), 학생회 및 또래상담부

- 학교 폭력 예방 사행시 쓰기 대회: 표제어 – 미

안해요, 사과해요, 친한친구, 화해하자, 또래상담, 

작성 후 학생자치부실에 제출

10.24

(목)

- 학교 폭력 예방 UCC 상영: 아침 시간(7:40~7:50, 

10분), 또래 상담부, 방송부

- 고미사 영상 편지 상영: 아침 시간(7:50~8:00, 10

분), 또래 상담부, 방송부, 학생자치법정부

- 사과, 머그컵 및 고미사 엽서 전달: 학생회 및 

또래 상담부

10.25

(금)

- 사행시 입상작 전시: 청운관 앞 사과나무 기둥, 

각반 1명 총 20명, 상품권 5000원 시상

 2) 장 소 : 00고등학교 교내 및 각 반 교실

 3) 대 상 : 00고등학교 1,2학년 학생 및 교사

 4) 내 용 : 사과와 감사의 편지를 적고 서로 나누기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UCC 상연

           애플데이 홍보 캠페인 활동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사행시 쓰기 대회

4. 세부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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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미사카드 

- 머그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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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진

     

[출처: 고등학교 또래상담부 애플데이 운영 계획서 및 활동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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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건전한 청소년 문화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활동

활동

목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대외적인 활동을 경험함으로써 또래상담자의 개인내적 역량을 강화

하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또래상담 홍보 및 학교폭력 예방 메시지 전달을 직접 할 수 

있다.

운영

기간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활동 일정에 맞추어 조율

준비물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활동 연계 협의

- 홍보물 및 포스터 제작에 필요한 문구류

실시

방법

- 또래상담지도교사는 지역 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대외활

동을 운영하는지 사전에 문의하고, 연계방안을 마련한다.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활동 취지에 맞추어 또래상담반이 홍보물과 포스터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기존에 교내 활동을 위해 제작한 물품을 활용할 수 있다.

-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한다.

참고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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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추수관리단계

 또래상담자 추수관리단계는 또래상담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실시한 또래상담 활동을 평가하고 

격려를 하기 위한 과정이다. 또래상담 지도교사는 또래상담자가 상시 상담활동과 캠페인과 같은 

활동을 하면서 어려움은 없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야 한다. 또한 1년 동안 성실하게 또래상담

자로서 역할을 한 학생들이 자긍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교내 및 대외적인 행사 및 공모전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추수관리단계를 운영하기 위해 또래

상담 지도교사가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1. 또래상담 실적 관리

또래상담 지도교사는 또래상담자가 일련의 교육을 이수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학교에

서 다양한 또래상담 활동에 참여했다는 것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기록을 남겨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기록은 향후에 학생의 이력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또래상담지도

교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해준다면 학생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1-1. 솔리언또래상담 DB시스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는 ‘또래상담자 등록’ 처리가 완료된 학교 명단을 통

해 또래상담 운영학교 실적을 파악한다. 따라서 교육청을 통해 또래상담 운영비를 교부

받은 학교는 실제로 또래상담 교육 및 활동을 운영한 후 솔리언또래상담 DB시스템에 

내용을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해당년도에 또래상담 운영학교로 지정되지 않은 학교라

고 하더라도 학생의 또래상담 활동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고 수료증을 발급하기 

위해 솔리언또래상담 DB시스템에 실적을 입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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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솔리언또래상담 DB시스템 이용방법

1. CYS-Net 종합정

보망

(http://peer.counseli

ngsystem.or.kr/)에 

속하여 ‘회원가

입’을 클릭합니다. 

2. 회원 가입 시 

필요한 모든 메뉴

사항을 입력하신 

후에 우측 하단의 

‘등록’버튼을 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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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이디/비 번

호 분실 시 찾기

를 통해 성명과 

회원 가입 시 등

록한  e-mail을 입

력하여 확인합니

다. 

4. 래상담자(교

육)등록: 로그인 

후 래상담자(교

육)등록을 클릭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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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래상담자

(교육)등록: 록

색 네모로 표시

된 ‘교육등록’을 

릅니다.

6. 래상담자

(교육)등록: 운

방식, 교육등록

에 한 내용 기

입 후 담당자선

택에서 ‘지도자 

선택'을 클릭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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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래상담자(교

육)등록: 지도자

선택 창에서 

래상담 지도자(

래상담자를 직  

양성한) 성명을 

검색하고 지도자

에 한 정보 확

인 후 해당하는 

란 앞에 선택을 

클릭하면 자동 

입력되며(2명이상 

선택가능) 하단에 

닫기를 클릭하여 

창을 닫습니다.

8. 래상담자(교

육)등록: 교육한 

래상담자 수만

큼 교육생 추가

를 클릭하여 교

육생 정보를 입

력하고 장합니

다. *생년월일은 

숫자만 입력합니

다. )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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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래상담자(교

육)등록: 교육등

록이 완료되면 

이수미처리로 확

인되며 학교가 

포함된 지역 청

소년상담복지센

터에 연락하여 

승인 받으면 이

수처리완료로 변

경되고 이후에 

‘활동등록’, 

‘수료증출력’이 

가능합니다. 

10. 래상담자

(활동)등록: 록

색 네모의 ‘활동

등록’을 클릭합니

다.  

*교육등록에서 

이수처리 완료되

어야만 활동등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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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래상담

자(활동)등록: 상

단의 ‘교육생불

러오기’를 클릭 

후 뜬 창에서 

학교명을 검색

하고 해당하는 

정보 앞에 선택 

체크하면 자동

으로 활동학생 

입력됩니다.

12. 래상담

자(활동)등록: 활

동기간을 시작

일과 종료일로 

재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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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래상담

자(활동)등록: 지

도자선택 창에서 

래상담 지도자

( 래상담자를 

활동을 지도할 

담당자) 성명을 

검색하고 지도자

에 한 정보 확

인 후 해당하는 

란 앞에 선택을 

클릭하면 자동 

입력되며 하단에 

닫기를 클릭하여 

창을 닫습니다.

14. 래상담

자(활동)등록: 불

러오기한 명단 

이외에 추가할 

학생이 있으면 

‘활동학생추가’

를 등록할 수만

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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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래상담

자(활동)등록: 

‘이름’란을 클릭

하면 선택창이 

뜨고 학생이름

과 학교이름으

로 검색하여 해

당하는 정보 선

택 란에 체크하

면 자동 입력됩

니다.

16. 래상담

자(활동)등록: 불

러오기한 목록

에서 교육은 받

았으나 활동하

지 않는 학생은 

삭제를 클릭하

면 목록에서 없

어지며 등록할 

명단확인 후 

장을 르면 활

동등록이 완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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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래상담

자수료증출력: 이

수처리완료 되

어있는지 확인 

후 수료증출력

을 클릭합니다. 

18. 래상담

자수료증출력: 수

료증출력 시 테

두리유무를 결

정하여 출력버

튼을 클릭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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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래상담

자수료증출력:  

수료증 발 날

짜를 지정하고 

확인버튼을 

릅니다.

20. 래상담

자수료증출력: 수

료증출력창이 

자동 으로 뜰 

때까지 기다린 

후에 모니터 화

면에 뜨면 린

트출력 합니다. 

 * 모니터 화

면 크기 버튼을 

를 경우 입력 

값이 깨져서 수

료증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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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래상담자수

료증출력: 수료

증발행기 명 

 직인을 등록

하여 한국청소

년상담복지개발

원명이 아닌 원

하는 기 명으

로 출력 가능합

니다. 이미지 만

드는 방법을 참

고하시어 제작 

후 등록하여 출

력하면 됩니다.

22. 래상담자수

료증출력: 수료

증에 입력되는 

정보를 수정 원

할시 에는 (교

육)등록으로 가

서 장된 목록

에서 운 년도, 

학교, 형태, 교

육시작일, 교육

종료일, 지도자 

 하나를 클릭

하시면 수정 버

튼이 있습니다. 

수정 후 수료증

출력 하시면 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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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학생생활기록부 또래상담 활동 내용 기록 예시

- 학교생활기록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창의적체험활동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 등

에 기재할 수 있다.

- (예시)

 △ 창의적체험활동상황

  

학

년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영역
시

간
특기사항

2
봉사

활동

또래상담반으로 활동하면서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 전학온 

친구 등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도움...(2013.4.1~2013.12.10/24시간)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2
...친구관계, 성적, 가정문제 등으로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 고

민을 상담해주는 등 또래상담자로 주 2회 활동하며 친구를 배려하고 도움...

1-2. 학교 생활기록부 

학기 초에 학교관리자에게 결제 받은 또래상담 운영계획에 근거하여 실제로 학생이 

참여한 활동 내용을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다. 활동에 대한 내용과 함께 교내

에서 발행한 임명장 및 또래상담 관련 상장이 있다면 수상경력에 기록한다. 

또래상담 지도교사가 학생 생활기록부 작성 권한이 없을 경우 또래상담자가 속한 학

급의 담임교사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또래상담 지도교사가 학생의 또래상담 활동에 

대한 내용을 작성한 후 담임교사에게 전달하여 생활기록부에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2. 또래상담 사례지도

 2-1. 사례지도의 필요성

또래상담자들은 종종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상담에 대해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궁금해 하고 의문스러워한다. ‘상담을 잘못하고 있지는 않나’ ‘내담자가 도움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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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통해 상처 입는 것은 아닌가’‘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상담을 

했으면 더 도움을 받지는 않았을까’‘다른 상담방법은 없을까’와 같은 회의감이나 죄

책감을 가질 수 있다. 

상담이란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데 기본적인 훈련을 받은 또래상담자가 지속적인 보

수 교육 없이 또래상담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학교 또래상담이 학교현장에서 뿌리를 내리고 효과적인 교육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무

엇보다 전문성을 갖춘 지도자에 의한 추수지도(사례지도)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또래상

담자의 활동내용이 또래상담자 자신의 역할에 대해 과중한 부담이나 상담전문가로서의 

역할을 가지지 않도록 또래상담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관리가 필요하다.

또래상담자 사례지도는 전문상담자를 교육하는 수퍼비전과는 차이가 있다. 즉 또래상

담자 사례지도는 또래상담자 자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어려움에 처해있는 친구

의 편안하고 친한 친구, 대화할 수 있는 친구, 도움을 주는 친구가 되도록 하는데 초점

을 맞추어야 한다. 또한 또래상담자 사례지도는 지도자와 또래상담자의 상호작용과정으

로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경험에만 의지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줄이고 또

래상담자의 소진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 Tip 또래상담의 원칙

- 친구를 돕겠다는 마음과 열의가 있더라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하도록 한다. 

- 심각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인 경우 동의와 설득을 통해 담당교사나 전문상담

자와 연계하도록 한다.

- 친구들이 중요한 결정에 대한 조언을 요구하는 경우 최종 결정과 판단은 상대방

이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

-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 상황에 대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또래상담동료들, 또래

상담지도자와 관계를 유지하며‘함께 활동’하도록 한다.

 2-2. 사례지도 방법

또래상담자 개인사례, 집단 사례회의 혹은 다양한 문제영역의 간접사례를 활용한 역

할연습 등을  통해 사례지도를 할 수 있다. 학교현장에서는 개인사례지도보다는 집단 

사례회의가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 집단 사례회의는 또래상담자가 사례 발표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 지도자와 또래상담자들이 서로에게 피드백을 주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다

양한 사례와 개입방법들을 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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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모의상담 예시 

- 목표 : 내담자의 비언어적인 행동의 중요성과 이를 알아차리는 방법을 연습하며, 상담

과정에서 상담자 자신보다는 내담자에게 주목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 진행과정 :

  ① 3명이 한 팀이 되어 상담자, 내담자, 관찰자 역할을 각각 나눈다.

  ② 내담자 역할을 맡은 사람은 자신이‘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다.

  ③ 상담자 역할을 맡은 사람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담자의 비언어적인 행동에 주의

를 기울인다.

  ④ 상담자는 내담자가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경청반응을 보인다.

  ⑤ 역할놀이가(10분) 끝난 후 또래상담자와 관찰자는 내담자의 비언어적인 행동에 대

해 관찰한 내용을 논의한다.

  ⑥ 세 명 모두가 상담자, 내담자, 관찰자 역할을 한 후 그 경험에 대한 느낌을 나눈다.

- 느낌나누기

  ① 상담자로서 내담자의 비언어적 행동에 대한 느낌을 나눈다.

  ② 내담자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상담자의 태도에 대한 느낌을 나눈다.

- 지도자 유의사항

  ① 수퍼바이저는 모의상담과정을 비디오로 녹화하여 집단원들과 함께 보며 논의한다.

  ② 내담자 역할을 하는 경우 너무나 개인적인 이야기여서 불편한 이야기보다는 개방

할 수 있는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다.

  ③ 실습 중에 나온 사례들은 비밀보장 해야 함을 주지해야 한다.

1) 역할연습

• 역할연습 과정은 래상담자로 하여  그들의 감정을 탐색하고, 그들의 태도, 

가치, 지각에 한 통찰력을 갖게 하며, 문제해결 방법과 태도를 개발하는 등 

다양하게 상담내용을 탐색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 우선 역할연습에 해 설명하고, 역할연습을 할 수 있는 안 하고 신뢰로운 분

기를 조성한다.

• 선정된 사례에서 필요한 역할에 해 설명하고, 연습을 할 수 있는 참가자를 

선정한다.

• 역할을 연습한 후 시연한다.

• 역할연습의 종료 후 역할 참가자의 행동을 검토하고 요한 사항을 논의하여, 

느낌을 나 다.

• 논의된 결과를 토 로 제시된 안을 반 해서 수정된 역할을 재 시연한다.

• 체 인 역할연습에 해 토론하고 피드백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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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단 사례회의

    ⓛ 래상담자의 실제 상담사례를 지도자와 함께 분석하고 토의하는 것이다. 

• 토의에 합한 사례들을 비한다.

• 사례에 한 토의를 하기 하여 래상담자에게 미리 비시킨다.

• 사례지도자는 비지시 이고 진 인 역할을 한다.

② 집단사례회의 주요 내용

• 사례발표자는 사례회의에서 원하는 피드백은 무엇인가

• 래상담자의 상담방식

- 래상담자의 근에 해 좋았던 것은 무엇인가

- 래상담자의 행동에 한 내담자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 래상담자가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  

• 내담자 이해

- 내담자의 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내담자의 강 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내담자의 정보제공으로 상황 이해가 더 명확해졌는가

• 상담 평가

- 상담과정 에 한 개입과 목표한 결과가 성취되었는가

- 주요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어떤 정보를 더 알아보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가 

- 이 사례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무엇인가

3) 사례지도에서 점검되어야 할 사항

또래상담자의 사례지도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또래상담자들이 도움을 주

고자 하는 친구들과 상담관계를 형성하여 서로의 경험을 이해하고 적절한 도움을 제공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또래상담자의 사례지도는 상담의 전문적인 기술이

나 전략보다는 기본적인 상담기술과 관계형성에 초점을 맞춘다.

① 상담 계 형성

• 무조건 인 수용으로 신뢰를 형성하고 있는지( 기 단계에서는 무조건 이고 

끈기 있게 내담자를 존 하고 공감하는 태도로 기 인 신뢰를 형성함) 

• 래상담자가 내담자의 정서와 경험을 이해하는가(경청과 내담자의 이야기에 

하여 상담자가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달해야 함)

• 내담자의 비언어  행동에 해 탐색하고 있는가(상담 시 내담자의 비언어  

행동을 기록하게 함)   



●●●또래상담 운영학교 지침서 및 교사매뉴얼

• 103 •

✒ Tip 공감 단계

 - 1단계 :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다. 

 - 2단계 : 또래상담자가 내담자의 감정을 알아차린다.

 - 3단계 : 또래상담자가 알아차린 감정을 내담자에게 전달한다.

 - 4단계 : 내담자가 또래상담자가 전달한 것을 받아들인다.

 - 5단계 : 내담자가 또래상담자의 반응을 자신이 받아들였음을 전달한다.

② 내담자 이해 

• 회기 내에서 내담자와의 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 내담자의 행동과 감정의 특징은 어떻게 찰하고 있는지

• 내담자의 강  등 보호요인을 잘 악하 는지

③ 상담목표 설정

• 내담자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상담목표는 내담자

와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가능한 구체 이고 실 이어야 함)

• 실 이고 측정가능하며 한 목표를 설정하 는지

• 어떤 형태의 상담일지라도 진 인 상담 계 형성과 내담자의 감정과 행동에 

해 충분한 이해 후에 합의된 상담목표를 세우는 것이 요하다.

• 사례지도자는 상담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래상담자의 한계를 분명히 제

시해 주어야한다. 래상담은 내담자의 문제를 직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로 하여  문제 상황과 자기 자신에 한 자각을 진시켜 스스로 해결

책을 찾도록 돕는 과정이다. 

④ 상담에 향을  수 있는 래상담자 자신의 요인 악하기

• 상담과정에서 래상담자가 내담자에게 가지게 되는 자신의 감정에 주의를 기

울이도록 한다.

• 래상담자가 상담과정에서 내담자에 해 불편한 마음, 싫은 마음 등의 강한 

감정을 갖게 되면 내담자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 사례지도자는 래상담자에게 내담자에 한 감정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는 

과 래상담자가 자신의 감정 상태를 이해할 때 내담자에게 도움을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래상담자는 자신의 내담자에 한 감정의 변화를 

검하는 것이 필요함).

 



●●● 또래상담 운영학교 지침서 및 교사매뉴얼

• 104 •

✒ Tip 전문상담기관에 상담을 연계하는 방법
 - 의뢰절차

  ① 의뢰하기 전에 도움이 필요한지 솔직히 이야기하도록 한다.

  ② 친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에 대해 설명한다.

  ③ 전문가 의뢰를 친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④ 또래상담자는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적절한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의뢰한다.(교

사, 상담전문가 등)

  ⑤ 가능하면 친구와 직접 약속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⑥ 친구가 전문가와 약속을 정하는 것을 함께 돕거나 동행할 친구가 필요한지 점검

한다.

  ⑦ 의뢰한 이후에도 친구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진다.

 - 지도자는 또래상담자에게 내담자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해를 줄 수 있을 

때 발생하는 비밀보장의 한계점에 대해 설명해 준다.

⑤ 문 인 도움 의뢰하기

• 래상담자가 래상담활동을 하다보면 친구들에게 좀 더 문 인 도움이 필

요한 경우가 있다. 래상담자가 친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래상담자가 꾸 히 상담활동을 하기 한 가장 큰 원칙

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활동을 하는 것이다.    

   자칫 자신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은 내담자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시기를 놓치게 된다. 래상담자의 역할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실

패감, 좌 감을 일 수 있다. 따라서 래상담자는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 

언제든지 래상담지도자와 의논하여 처해야 한다.

• 의뢰되어야 하는 문제

- 의학 인 검사가 필요할 때

- 공격 인 행동을 보일 때

-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거나 자살계획을 이야기할 때

- 육체 으로 성 으로, 정서 으로 학 받고 있을 때

- 정서 으로 안정되지 않을 때

- 문 인 도움을 요청할 때

- 법 인 문제와 련이 있을 때

- 약물을 남용하고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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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초등학교 또래상담 사례지도 유의사항
- 초등학생의 경우 사례일지 개념이 다소 어려울 수 있으므로 또래상담일기 등의 친

근한 용어로 제시할 수 있다. 또래상담자 수첩에 제시되어 있는 사례일지에 내용을 

적는 방법을 지도하고, 정기적(주1회 또는 월1회 등)으로 작성한 내용을 점검한다. 

초반에는 짧게라도 내용을 적어 오는 학생들에 대하여 칭찬스티커 등의 보상을 주

어서 사례일지를 기록하는 것에 흥미를 느끼도록 지도할 수 있다. 

- 초등학교에서 또래상담 사례를 가지고 또래상담자가 함께 사례회의를 하는 것은 다

소 무리일 수 있다.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하는 상담내용을 공유하는 것에 대해 또

래상담자가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 혹시나 상담내용이 전달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

지하는 차원에서 초등학생 또래상담자의 경우 교내에서 공개적으로 사례발표 및 

사례회의를 하는 것 보다는 또래상담 지도교사가 또래상담자와 1대1로 사례지도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2-3. 사례일지 및 사례지도일지 작성

또래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고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함께 찾는 1대1 또래상담 

내용을 정해진 양식에 기록해야 한다. 학교에서 또래상담 활동을 봉사활동 시간으로 반

영하기 위해 사례일지를 근거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학교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

이할 수 있으나 상담을 한 시간만큼 봉사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봉사활동 

시간 반영 이외에도 사례일지를 꾸준히 작성한 것을 토대로 하여 지역 및 전국 단위로 

진행되는 또래상담 우수사례 공모전에 출품할 상담사례를 작성하는데 활용할 수도 있

다. 또한 또래상담자가 상시 상담활동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하여 또래상담 지도교

사에게 조언을 구할 때 사례일지를 바탕으로 사례지도를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3. 또래상담 연합회 
 

 3-1. 지역 또래상담 연합회

또래상담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는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경우 또래상담 연합

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지역 또래상담 연합회를 운영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는 각 지역의 학교에서 활동 중인 또래상담자를 모아서 사례발표회를 가지거나 역량강

화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래상담자를 위한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지역의 

또래상담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또래상담 운영 사례 공유 및 심화교육 의 자리를 마련하

기도 한다.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지역 연합회 

활동이 있는지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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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상담자가 지역 또래상담 연합회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또래상담이 많은 학교에서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소속감과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다. 또한 다른 

학교의 또래와 친분을 쌓을 수 있는 교류의 장이 되기도 하고, 대외적인 자리에서 자신

의 또래상담 활동을 발표하는 경험을 통해 리더십 향상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또래상담 지도교사도 교사 연합회 및 심화교육 에 참여함으로써 또래상담 지도교사들 

간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또래상담 운영 및 지도 방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

를 가질 수 있다.

 3-2. 전국 또래상담 보고대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1년 간 일선 현장에서 또래상담 활동을 한 또래상담 지

도교사 및 또래상담자를 격려하고, 한 해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기 위해 매 년 「전국 

또래상담 보고대회」를 개최한다. 해당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

지만 전국 또래상담 보고대회는 12월 중에 진행되고, 보고대회 참석을 희망하는 또래상

담 지도교사와 또래상담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신청을 받는다. 또래상담홈페이지 및 또래

상담지도자 이메일 등을 통해 공지를 하므로 행사 공지 기간에 제공되는 정보를 참고하

여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 전국 또래상담 보고대회를 통해 또래상담 우수사례 공모전 

및 공적조서 시상을 하고, 또래상담 사례 발표 및 행사에 참석하는 또래상담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보고대회 참석을 통해 또래상담자에게 폭넓은 경험을 제공하고,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또래상담 활동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2013년 전국 또래상담 보고대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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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전국 또래상담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 내역

- 대상: 교육부장관상 및 부상, 여성가족부장관상 및 부상

- 최우수상/우수상/가작: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장상 및 부상 

4. 또래상담 우수사례 공모전 및 또래상담 공적조서

 4-1. 또래상담 우수사례 공모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매 년 전국 규모의 「또래상담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

최한다. 공모전에 대한 정보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공문 형태로 공식적으로 안내

를 하는 것과 함께 또래상담 홈페이지를 통한 공지, 또래상담 DB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

는 또래상담지도자 이메일을 통한 개별 공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를 한다. 또래

상담 지도교사는 해당 정보를 확인하고 또래상담자가 참가할 수 있도록 안내 할 수 있

다. 또한 시도 단위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주관으로 지역 또래상담 우수사례 공모전이 

진행되는 지역도 있다. 지역 단위의 공모전 정보 역시 학교로 발송되는 공문 등의 형태

로 홍보를 하고 있으므로 또래상담 지도교사가 학교에 수신되는 공문 중 또래상담과 관

련된 내용이 있는지 관심을 가진다면 또래상담자에게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국 또래상담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은 우수사례집으로 제작되어 또래상담 지도교

사 및 또래상담자에게 보급된다. 우수사례집을 통해 또래상담 지도교사는 사례지도 방

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래상담자는 또래상담에 대한 간접경험을 함으로써 

실제 상황에서의 대처능력을 키울 수 있다.

 

 4-2. 또래상담 공적조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교육부 및 여성가족부와 함께 학교에서 또래상담 활성화

를 위해 또래상담자 양성 및 활동 지도를 한 또래상담 지도교사와 친구의 고민을 들어

주고 건전한 또래 문화 형성에 앞장서는 또래상담자의 공로를 인정하고 이를 포상하기 

위한 공적조서 제도를 매년 시행한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각 지역 청소년상담

복지센터를 통하여 우수하게 또래상담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학교, 지도자 및 지도

교사 그리고 또래상담자의 공적조서 서류를 접수한다. 

공적조서 서류 심사는 해당년도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3년 이상

의 또래상담 활동을 한 기관 및 학교, 실무자 및 교사 그리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

다. 따라서 또래상담 지도교사는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 본인 또는 지도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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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또래상담 공적조서 시상내역

- 우수기관: 여성가족부장관표창,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장표창

- 우수학교: 교육부장관표창,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장표창

- 우수지도자: 여성가족부장관표창,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장표창

- 우수지도교사: 교육부장관표창,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장표창

- 우수또래상담자: 교육부장관표창, 여성가족부장관표창,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장표창

구분 내용

참석

대상

- 학교장: 또래상담 활동 수료식의 목표를 충분히 설명한 후 참석 협조를 구한다.

- 교사: 관리자의 협조를 통해 교사 회의와 같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또래상담 활동 수료식

또래상담자가 공적조서 심사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공적조서 서류 접수 정보에 

맞추어 증빙서류를 작성 및 제출할 수 있다.

공적조서 선발 기준 및 심사 절차에 의해서 또래상담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된 경우에

는 표창장을 수여하여 또래상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공적조서에서 또래상담 우수사

례로 선정되는 것은 또래상담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 자료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5. 교내 우수 또래상담자 시상 

 5-1. 또래상담 활동 수료식

또래상담은 교육과 상시 상담활동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내활동으로 연결되어 1

년 단위로 운영된다. 학교에서 1년 동안 또래상담을 활발하게 운영한다면 또래상담 활

동에 참여하는 학생 스스로에게 보람을 주는 것은 물론 학교 안에서 긍정적인 또래 문

화를 확산하는 측면에서도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을 수료하고 다양한 

또래상담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한 또래상담반을 격려하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학생

들이 지속적으로 또래상담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동기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래상담 활동 수료식을 진행할 때, 또래상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학부모 

및 교사들을 초대하여 1년 동안의 활동 내용을 발표하고 감사의 뜻을 전할 수 있다. 특

히 초등학교라면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 활동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학

부모에게도 활동의 결과물을 공식적으로 알려주는 자리가 더욱 필요할 수 있다. 수료식 

관련 내용은 다음 <표 30>과 같다. 

 

<표 30> 또래상담 활동 수료식 진행 방법



●●●또래상담 운영학교 지침서 및 교사매뉴얼

• 109 •

확보
을 홍보하고 참석인원을 확보한다.

- 학부모: 또래상담자 학부모에게 안내문을 배부하여 참석희망여부를 조사한다.

준비물

- 또래상담 활동 수료증: 학교장 직인의 또래상담 활동 수료증을 발급한다.

- 또래상담 활동 발표 자료: 1년 동안 또래상담자가 교육 및 활동 과정에서 만든 결과

물을 모아두었다가 전시를 할 수 있다. 활동사진과 사진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작

성하여 유인물을 만들어 발표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또래상담 포트폴리오: 초등학생의 경우 또래상담 활동 자료가 상급학교로 가면서 보

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또래상담 지도교사가 또래상담 교육 

수료증, 상담사례일지 등의 활동자료를 한 개의 폴더로 묶어서 활동 마무리 단계에 

나누어줄 수 있다. 졸업을 하는 6학년 또래상담자에게 만들어준다면 더욱 의미가 있

을 수 있다.

수료식

진행절차

- 학교장 인사말

- 또래상담 활동 소개(교육 및 활동 내용)

- 또래상담자 소감 발표

- 또래상담자 전원 또래상담 활동 수료증 수여

- 학부모 및 교사의 격려사

 5-2. 우수 또래상담자 시상

또래상담자가 학교 및 학급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활동은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1년 동안 열심히 활동을 한 또래상담자에게 상을 수여함으로써 선한 의지를 바

탕으로 한 선한 행동에 대해 보상을 주는 것은 또래상담자 개인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

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우수 또래상담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또래상담자 역량에 대한 또래상담 지도교사의 평

가, 사례일지 기록을 근거로 한 상시 또래상담 활동 및 교내외 또래상담 활동 참여도 

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학년 별로 1~2명 정도를 선정하는 것이 적당하다. 학교

장 직인으로 또래상담 우수상을 발급할 경우,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는 사항

이므로 해당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학사 일정이 마무리 되어 생활기록

부 기록 가능 기간이 끝나기 전에 우수 또래상담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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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평가단계

또래상담 운영의 평가단계에서는 또래상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교육 및 다양한 활

동 경험을 통한 또래상담자 개인 내적인 변화, 또래상담자 활동을 통한 학급 및 학교 구

성원의 변화, 그리고 또래상담의 실제적인 운영 전반에 관한 평가 등을 할 수 있다. 학교

에서 또래상담을 견고하게 정착하기 위해 또래상담 활동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감만으로 

부족한 부분을 객관적인 평가도구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 또래상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래상담 교육 및 실제 운영에 대한 평가를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문에서는 또래상담 지도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도구와 활용방법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1. 또래상담 평가의 필요성

학교폭력을 포함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대안으로 또래상담이 부각

되고 있으며, 또래상담의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선행연구에 의

하면, 또래상담은 교우관계 개선 및 학급응집력 강화, 자아개념 및 자아존중감 향상, 학

급 및 학교에 태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러한 또래상담의 긍정적인 효과를 고

려할 때, 또래상담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래상담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또

래상담 프로그램의 교육을 실시한 후에 점검 및 평가하는 과정과 다양한 또래상담 활동

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후에 점검 및 평가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또래상담 프로그램 교육과 또래상담활동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학생면담과 같은 질적 방법과 체크리스트, 설문지 등의 양적 방법을 통해서 이루

어질 수 있다. 이러한 평가방법을 통해서 또래상담의 긍정적인 효과를 객관적으로 파악

하는 것이 가능하다.

 

2. 또래상담자에게 미치는 효과성 평가
 

또래상담 교육 및 활동을 통해 또래상담자에게 미치는 또래상담의 효과성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 <표 31>에서 <표 34>에 제시된 평가도구를 바탕으로 효과성을 살펴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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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발을 다쳐서 절룩거리는 사람이 계단을 힘들게 올
라가고 있으면 부축해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2
재미있는 이야기나 소설을 읽을 때, ‘이 이야기 
속의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어떤 느낌을 받을
까?’를 생각하면서 읽는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다른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친구가 다친 것을 봐도 흥분하지 않고 차분
하게 있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소설을 읽을 때 주인공이 슬퍼하면 나도 슬퍼하고 
주인공에게 기쁜 일이 생기면 나도 기뻐하면서 읽
는다.

① ② ③ ④ ⑤

6
친구와 내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친
구의 생각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봄으로써 내
가 친구를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소설을 읽거나 영화를 보면서 마치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학급이 긴장된 분위기 속에 싸여 있으면 나
는 겁이 난다.

① ② ③ ④ ⑤

9
집안에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나는 안절부절 하기
보다는 그 상황에 알맞은 태도를 취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친구와 내가 서로 다른 생각을 할 때, 내 생각이 
옳을 수도 있고 친구의 생각이 옳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친구가 어려운 처지에 놓여도 그 친구에 대
해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좋은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볼 때, 책이나 영
화에 푹 빠져든다.

① ② ③ ④ ⑤

<표 31> 공감능력 평가 도구1)

1) 류부열(2007). 또래상담자 훈련이 고등학생의 공감능력, 친사회적 행동 및 자아존중

감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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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3
나는 어떤 일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여러 사
람들(부모님, 형제, 자매, 친구들)의 생각을 들어보
곤 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교통사고를 당해서 몹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보면 나도 함께 불안해져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좋은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 ‘내가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할까?’하고 생각해 본다.

① ② ③ ④ ⑤

16
집에 동생과 나만 있는데 동생이 갑자기 많이 아
플 경우에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
황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친구가 화를 낼 때, 나는 그 친구가 왜 화를 내는
지 그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와 친한 두 친구가 싸우려고 할 때, 나는 겁이 
난다.

① ② ③ ④ ⑤

19
길에서 불행해 보이는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와드리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20
친구가 나에게 기분 나쁘게 대할 때, 만일 내가 
그 친구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본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슬픈 영화를 볼 때, 내가 영화 속의 한 사람
인 것처럼 슬퍼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친구가 나에게 신경질을 내면 나는 화를 내기보다 
그 친구가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본다.

① ② ③ ④ ⑤

23
친구가 다른 친구 때문에 속상하다고 나에게 말하
면 나도 그 친구와 같은 기분 되어 속상해진다.

① ② ③ ④ ⑤

24
연극이나 책 속의 주인공이 불행한 일을 겪으면 
나는 마치 그 일을 겪는 것 같아서 울음이 나온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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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그날 있었던 유쾌한 일에 대하여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자주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그날 있었던 불쾌한 일에 대하여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자주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내가 동의하지 않는 일이나 대화하기 어려
운 일에 대하여도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이야기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가족이나 친구 모두가 흥미 있어 하는 일
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와 다른 사람이 대화할 때 대부분 내용이나 
방법에서 내가 느끼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내가 어떤 질문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을 질문하
기 전에 상대방이 내가 질문하려는 것이 무엇인
지 알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상대방의 얼굴 표정이나 몸짓에서 상대방
의 감정을 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대화하는 
것이 꺼려지는 주제가 종종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의 가족이나 친구들은 눈짓 또는 몸짓으로 나
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가족이나 친구
들과 서로 상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의 가족들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알아채는 경우가 종종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친구가 내가 원하지 않는 운동을 같이 하자
고 할 때, 친구에게 분명하게 거절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표 32> 의사소통능력 평가 도구2)

2) 주지선(2006).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의사소통과 인간관계에 미치는 효

과.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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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3
친구들은 나에게 말하기 힘든 이성문제에 대하
여도 종종 이야기 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와 친구들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말이나 은어를 종종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감정에 치우치거나 
당황하지 않고 나의 확고한 생각을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친구들에게 내가 나쁘게 보일만한 것은 말
하기를 꺼린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상대방의 말투를 보고 그가 실제로 말하는 
내용과 뜻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챈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와 친구들은 서로의 개인적인 일에 대하여 자
주 이야기 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이 내가 이야기하고
자 하는 것을 잘 이해한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아주 잘 
듣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친구들과 나의 감정에 대하여도 종종 대화
를 통해 감정을 나눈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친구들과 아주 터놓고 이야기를 잘 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
게 잘 이해시킨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나의 느낌을 곧잘 행동이나 몸짓으로 나타
나낸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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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인간으로서 나 자신에 대하여 만족하는 편
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만족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인간으로서 만족하는 사람으
로 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인간으로서 만족해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다른 사람들과 나의 관계는 원만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다른 사람들의 욕구나 바라는 것을 깨닫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나 자신의 느낌을 이해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다른 사람들의 느낌을 이해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이 쉬운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감수성은 빠
른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과 온정적 태도가 많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다른 사람에게 개방적인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다른 사람들의 느낌을 이해하는 것이 쉽다. ① ② ③ ④ ⑤

<표 33> 대인관계 평가 도구3)

3) 주지선(2006).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의사소통과 인간관계에 미치는 효

과.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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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4
나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쉬운 편이
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다른 사람에게 친근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7 인간관계에 있어서 나는 자신감이 많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의견이 서로 맞지 않을 때 절충을 잘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을 잘 표현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을 잘 표현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다른 사람과 나의 개인적인 관심사를 나누
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23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표현하는 긍정적인 느
낌을 믿고 받아들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4
다른 사람이 나에게 보이는 부정적인 느낌을 건
설적으로 대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는 다른 사람과 장래에 맺고 싶은 인간관계에 
대하여 이해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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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어려운 일도 끈기 있게 해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내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
고 실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
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나의 능력과 장래희망을 찾기 위해 많은 노
력을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미래를 위해 많이 노력한다(독서, 운동, 사람 
사귀기, 여러 가지 경험 등)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나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배우
는 데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노력
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원칙을 잘 지킨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미래를 예상하고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단점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명랑한 편이며, 분위기를 잘 살리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아주 자연스럽고 재
미있게 말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리더의 소질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모든 일에 적극적인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처음 보는 사람과도 대화를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표 34> 리더십 평가 도구4)

4) 이미향(2007). 초등학생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또래상담자의 의사소통과 리더십에 미

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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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7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 의견을 따르도록 잘 설득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재미있는 말을 잘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친구들과 마음이 잘 통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친구에게 내가 바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한
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노력으로 나의 모습을 바꾸어 나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자주 내가 원하는 미래의 모습을 상상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나의 미래의 모습에 기대감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내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는 미래의 내 모습을 상상하곤 한다. ① ② ③ ④ ⑤

26 나의 삶은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7 나는 창의적이고 독창적이며 상상을 잘 한다. ① ② ③ ④ ⑤

28 나는 나의 느낌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① ② ③ ④ ⑤

29 나는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느끼고 배우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30 나는 항상 도전해 보고 싶은 과제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1 나는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32
나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도 곰곰이 생각하
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3
나는 다른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하려고 항상 노력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4 나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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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35
나는 나의 감정(화, 기쁨, 우울함, 슬픔 등)을 잘 
조절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6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정직하다. ① ② ③ ④ ⑤

37 나는 좋은 친구들을 잘 사귈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8 친구들이 나를 존중하고 믿어준다. ① ② ③ ④ ⑤

39
나는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잘 이해해 
주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0 나는 모르는 사람들과도 잘 친해질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1 나는 공부할 목표를 세운 뒤 공부한다. ① ② ③ ④ ⑤

42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3 나는 성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4 나는 분명한 목표를 정해 놓고 생활한다. ① ② ③ ④ ⑤

45
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많이 
생각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6
나는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는 방법을 알고 있
다.

① ② ③ ④ ⑤

47 나는 장래희망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48
나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49
나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
다.

① ② ③ ④ ⑤

50 나는 꿈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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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학교생활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이 학교에 다니는 것이 자랑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친구들로부터 인정과 관심을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선생님으로부터 인정과 관심을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선생님들과의 관계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친구들과의 관계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우리반에 친한 친구들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학교에서 자주 외롭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다른 학교에 전학을 가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쉬는 시간이 즐거운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우리 학교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3. 학급 및 학교에 미치는 효과성 평가

또래상담자들의 활동을 통해 학급 및 학교 내에서의 또래상담 효과성을 살펴보기 위

해 다음 <표 35>에서 <표 38>에 제시된 평가도구를 바탕으로 효과성을 살펴볼 수 있다. 

<표 35> 학교생활 만족도 평가 도구5)

5) 김의철‧박영신‧곽금주(1998). 한국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와 스트레스와 형성요인: 도시

와 농촌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Vol.3 No.1



●●●또래상담 운영학교 지침서 및 교사매뉴얼

• 121 •

연번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반 친구들은 서로 화목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반 친구들은 평소에 믿고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우리 반의 학급 분위기가 좋아서 다른 반으
로 가고 싶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반 친구들은 서로를 잘 돕는다. ① ② ③ ④ ⑤

5
다른 반 친구들은 우리 학급 분위기를 부러워하
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고민이 생기면 선생님이나 학급 친구 누구
와도 의논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다른 반 친구들은 우리 반 친구들이 매우 사이가 
좋다고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반 친구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나도 걱
정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9
무슨 일이든 우리 반은 다른 반보다 열심히 하고 
잘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우리 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우리 반의 학급 분위기에 만족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내가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 친구들은 걱정하고 
도와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우리 반에 속해 있는 것이 자랑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14 학급에서의 생활은 나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우리 반 친구들과 대화가 잘 된다. ① ② ③ ④ ⑤

16
우리 반은 무슨 일이든지 친구들의 좋은 의견을 
모아서 해결하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표 36> 학급 응집력 평가 도구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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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폭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결과가 좋다면 폭력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
다.

① ② ③ ④ ⑤

3
문제를 간단히 해결하는 데는 말보다 주먹이 낫
다.

① ② ③ ④ ⑤

4
사소한 일 앞에서는 법적인 해결보다 폭력이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를 괴롭히는 친구에게 욕설을 하는 것은 괜찮
은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에게 욕을 하는 친구에게 욕설을 하는 것은 괜
찮은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를 때린 친구를 때리는 것은 괜찮은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를 괴롭히는 친구를 때리는 것은 괜찮은 일이
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를 괴롭히는 친구와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것은 
괜찮은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17 우리 학급에서는 내가 본받고 싶은 친구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학급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19
내 생활 중에서 가장 좋은 시간은 학급에서 보내
는 시간이다.

① ② ③ ④ ⑤

20 우리 반은 잘 협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표 37> 학교폭력태도 평가 도구7)

6) 최춘례(2000). 집단응집력 강화 프로그램이 집단 따돌림에 대한 방관적 태도와 학급 

응집력 및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 노혜련 외(2006).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연구. 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정

신건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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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른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많이 당하는 아이는 
나름대로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놀림을 당해서 친구가 곤란에 처하는 것을 보면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는 도와주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은 다른 친구도 당하기 싫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4 학교폭력의 피해는 오래가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5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의 정신적 피해는 거의 없
다.

① ② ③ ④ ⑤

16
학교폭력의 문제는 폭력을 쓴 학생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7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은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힘
들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연번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학교는 안전한 곳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학교에서의 학교폭력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
다.

① ② ③ ④ ⑤

3
학교에서 아이들끼리 서로 따돌리거나 무시하는 
것을 자주 목격한다.

① ② ③ ④ ⑤

4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이 맞거나 위협을 받는 것
을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반에서는 반 아이들 사이에 싸움이 자주 일
어난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반에서는 튀는 아이들이 괴롭힘을 당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반 아이들은 평소에도 거친 욕설을 많이 사
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반에서는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아이를 보
아도 대부분 모르는 척한다.

① ② ③ ④ ⑤

<표 38> 학교와 학급에 대한 생각 평가 도구8)

8) 노혜련 외(2006).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연구. 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정

신건강연구소.



●●● 또래상담 운영학교 지침서 및 교사매뉴얼

• 124 •

9
우리 학교에는 학교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학생들
을 도와주는 친구들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10
우리 학교 학생들이 저지른 문제들은 교칙에 따
라 적절하게 해결된다.

① ② ③ ④ ⑤

11
교칙은 모든 학생들에게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된다.

① ② ③ ④ ⑤

12
우리 학교 학생들 사이에서는 좋은 등수를 얻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① ② ③ ④ ⑤

4. 또래상담 평가의 활용

  또래상담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또래상담의 성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

는 자료를 통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며, 효과성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래상담 평가 및 효과 확인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또래상담의 성과

를 확인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확인될 수 있다. 또래상담의 성과는

1) 또래상담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2) 학교장이나 기관장에게 또래상담의 효과를 알리고 성과를 확인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3) 또래상담의 성과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하는 경우에 객관적인 자료로 사용될 수 있

다.

4) 또래상담자들에게 또래상담의 효과를 인식하게 함으로써, 또래상담 활동을 촉진하

고, 또래상담자들의 자긍심을 증진하며, 또래상담자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경우에 사

용될 수 있다.

5) 또래상담자의 활동을 기록·관리하여, 공적조서 등 우수활동 사례제출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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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면접평가 양식

부록 2> 임명장 양식 

부록 3> 또래상담자 선서문 

부록 4>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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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면접평가 양식 

문   항 점 
수

1. 또래상담자가 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 또래상담자가 되면 또래 친구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싶습니까?

3. 또래상담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4. 또래상담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참여한 적이 있다면, 그 때의 경험은 본인에게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었습니까?

   참여한 적이 없다면, 앞으로 또래상담이 본인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5. 일주일에 고정적으로 또래상담 활동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6. 봉사한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7. 주변 또래들에게 어떤 도움을 준 적이 있습니까?

8. 또래상담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9. 또래상담자로서 적합한 본인의 자질은 무엇입니까?

10. 성격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

    고 있습니까?

11. 다음의 사례를 듣고, 또래상담자로서 본인이 어떻게 응대할지를 설명해 보십시오.

    (다양한 상담사례 사용가능)

<사례예시> 상담을 받은 또래친구가 최근 성적이 많이 떨어지고, 부모님께서 자  

신에 대해서 실망하시고 화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살기가 싫어지고,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든다고 합니다. 본인이 또래상담자로서 자살하고 싶다고 고민을 호소하

는 또래친구를 상담한다면, 본인은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면접평가 양식

                    이름           학년           반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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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임명장 양식 

임    명    장

                           

학교이름:

학년, 반:

성 명:

위 사람은 또래상담 훈련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또래상담자로 활동할 것을 서약하였기에

○○학교의 솔리언 또래상담자로 임명합니다.

년       월       일

솔리언또래상담지도교사: ○○○

○○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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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또래상담자 선서문 

솔리언또래상담자 선서문

하나, 솔리언또래상담자는 친하고 좋은 친구입니다.

- 나는 친구를 믿어주고 친구를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둘, 솔리언또래상담자는 마음을 나누고 대화하는 친구입니다. 

- 나는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이해하며

친구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겠습니다. 

셋, 솔리언또래상담자는 도움이 필요한 친구에게

도움을 주는 친구입니다.                     

- 나는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고 친구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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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센터명 연락처 

서울

서울특별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2274-1388

강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2226-8555

강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6252-1388~7

강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6715-6660~6

강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2061-8998

관악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871-1318

광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2205-2300

구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867-1318

금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804-1388

노원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3391-4141

도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950-9640~3

동대문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2236-1318

동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834-1355~6

마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3153-5981~4

서대문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3141-1318

서초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525-9128

성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2299-1388

송파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449-7173

양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2646-8341

영등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2637-1318

용산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706-1318

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384-1318

종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762-1318

중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490-0222

성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3292-1779 ~ 1782

부산

부산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1-303-8013~4

금정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1-581-2084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051-303-9675

부산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1-868-0950

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1-334-3000

영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1-405-5224

해운대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1-780-1818

부록 4>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또래상담 운영학교 지침서 및 교사매뉴얼

• 130 •

지역 　센터명 연락처 

대구

대구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3-659-6240

달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3-638-1388,1378

수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3)759-1388

인천

인천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2-429-0394

계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2-547-0856

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2-862-8751~2

남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2-469-7194~5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2-777-1388

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2-509-8916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2-584-1388

연수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2-819-7308

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2-773-1318

광주

광주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62-226-8181

광산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62-951-1389

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62-675-1388

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62-251-1388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62-375-1388

대전
대전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42-257-2000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42-527-3112, 1112

울산

울산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2-1388, 052-227-2000

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2-227-2011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2-233-5279

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2-283-1388

울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2-263-1388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44-867-2000

경기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1-248-1318

가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1-582-2000

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1-970-4003

과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502-1318

광명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899-2267

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1-760-2929

구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1-557-2000

군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1-398-1277

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1-985-1387

남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1-590-8098

동두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1-865-0785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2-325-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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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센터명 연락처 

경기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1-756-1388

수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1-212-1318  

시흥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1-318-7100

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1-414-1318

안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1-676-1318

안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1-446-0242 

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1-858-1318 

양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1-775-1318

여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1-882-8889

연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1-832-4452

오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1-372-4004~5

용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1-324-9300

의왕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1-452-1388

의정부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1-872-2700

이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1-634-2777

파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1-946-0022

평택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1-656-8442

포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1-533-1318

하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1-790-6680

화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1-225-1318, 0924

강원

강원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3-256-2000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3-646-8666

동해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3-535-1388

속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3-638-1388

영월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3-375-1328

원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3-744-1318

정선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3-591-1313

철원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3-452-2000

태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3-582-1377

홍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3-433-1386

충북

충청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043-258-2000
괴산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043-830-3802 
단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043-421-8370
보은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043-542-1388
영동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043-744-5700
옥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043-731-1388

음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043-873-1318



●●● 또래상담 운영학교 지침서 및 교사매뉴얼

• 132 •

지역 　센터명 연락처 

충북

제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43-642-7949

증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043-835-4188

진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043-539-3430

청원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043-297-1388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43-275(6)-1388

충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43-842-2007

충남

충청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041-554-2130

계룡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42-841-0343

공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41-858-1318

금산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041-751-2007 

논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41-736-2041

당진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41-357-2000 

보령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41-936-5710, 3894

부여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041-836-1898

서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41-669-2000

서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041-953-4040

아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41-532-2000 

예산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041-335-5700  

천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41-622-1388

청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041-942-9596

태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041-674-2800

홍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041-634-4858

전북

전라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063-276-6291, 6296

고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063-563-6792~3

군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63-468-2870

김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63-545-0112

남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63-633-1977

무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063-324-6688 

부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063-583-8772

순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063-659-4646

완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063-291-7373

익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63-852-1388

임실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063-644-2000

장수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063-351-5161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63-227-1005

정읍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63-531-3000

진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063-433-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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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센터명 연락처 

전남

전라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061-280-9000

강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061-432-1388

고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061- 834-1317~8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061-363-9586

광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61-795-1388

나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61-334-1388

담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061-381-1386

목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61-272-2440

무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061-454-5283

보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061-853-1388

순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61-745-1388

여수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61-663-2000 

영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061-353-1388

영암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061-471-8375

완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061-555-1318

장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061-393-1388

장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061-863-1318

진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061-544-5122

해남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061-537-1388

화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061-375-7442

함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061-323-9995

경북

경상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4-850-1000

경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3-815-4106

경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4-742-1388

구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4-472-2000

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4-435-1388

문경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4-556-3000

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4-535-3511

성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4-931-1398

안동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4-859-1318

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4-634-1318

영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4-338-1388

예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4-654-9901

울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4-781-0079 

청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4-373-1610

청송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4-874-4004

칠곡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4-97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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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센터명 연락처 

경북
포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4-252-0020

의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4-834-7933

경남

경상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5-711-1387~8

거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5-636-2000

거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5-941-2000

고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5-673-7942

김해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5-325-2000 

남해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5-862-1642

밀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5-355-2000

사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5-832-7942

산청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5-970-7338

양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5-372-2000

의령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5-570-2427

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5-744-2000

창녕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5-532-2000

창원시마산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5-245-7941

창원시진해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5-551-2000

창원시창원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5-273-2000

통영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5-644-2000

하동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5-883-3000

함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5-583-0924

함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5-963-7922

합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5-930-3911~2

제주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064-759-9951~2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64-763-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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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학교운  모형개발 연구 

서  미(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팀장)

전환희(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상담원)

주지선(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선임상담원)

김혜영(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상담원)

  매뉴얼 집필 전환희(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상담원)

매뉴얼 감수 

서  미(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팀장)

소수연(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조교수)

양대희(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상담원)

성벼리(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상담원)

김혜영(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상담원)

중점학교 지도교사 

박라미(안양 신안초등학교)

이은선(밀양 동명중학교 )

노정은(성남 효성고등학교)

자문(교사) 

김은희(관양중학교) 

류부열(한영고등학교)

손수향(신방초등학교)

허혜자(하동초등학교) 

자문(센터)

윤숙경(안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박주현(경상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문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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