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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상실은 죽음 뿐 아니라 인생 환기의 변화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 되었다. 이와 더불어 자연재해, 

기치 않은 사고 등으로 주변의 죽음을 직·간 으로 경험하는 비율도 증가하 다. 따라서 애도 상담에 

한 수요 증가와 문 애도 상담에 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애도 상담자의 문 

역량 향상을 해 애도 상담 역량 요인을 조사하고, 무엇을 학습하고 훈련해야 하는지 문헌을 검토하고 

조사하는데 을 두었다. 구체 으로 애도 상담 이론  모델, 애도의 평가, 죽음 교육, 상담자 자기- 리

로 나 었고 각 교육 내용을 기존 상담교육과정에 통합시키고 경험  실습 방법을 제시하 다. 본 연구는 

애도 상담자 교육에 한 심을 고취시키고 애도 상담자 역량 모형  체계 인 교육과정 개발에 기 자

료로 활용될 수 있다.  

■ 중심어 :∣애도 상담∣애도 상담 역량∣상담자 교육 및 훈련∣
Abstract

Loss has been expanded to include not only death but also the change that take place in the 

transition of life. In addition, the rate of direct and indirect experience of death around us has 

increased due to natural disasters and unexpected accidents. Therefore, there is a growing 

demand for grief counseling and a need for professional grief counsel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mpetency of grief counselors and to review on the literatures 

what grief counselors should be trained to improve their professional competences. Specifically, 

there were grief counseling theory, evaluation of grief, death education, and counselor self - 

care. There were suggested that how to integrate into existing counselor curriculum and 

introduced experiential practice. This study can be used as a basic data for encouraging the 

attention of grief counselor education and competency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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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죽음과 상실을 다루는 애도 상담(Grief Counseling)

은 최근 사회 인 요구가 증가하고 그 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베이비붐 세 들이 차 노화됨에 따라 

주변의 죽음과 상실을 경험하게 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고[1] 다수의 사람들 역시 자연 인 죽음 외에 세

월호 사건과 같이 사고, 재난 등 기치 않은 죽음과 상

실을 직·간 으로 겪고 있다. OECD 국가  자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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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째 1 , 하루에 35.8명, 1시간 1.49명이 자살로 목숨

을 끊고 있다는 통계[2]만 보더라도 죽음과 상실은 개

인을 둘러싼 환경과 삶 안에서 배제될 수 없는 경험이

다. 

애도(Grief)란 상실 경험에서 기인된 슬픔과 고통의 

정서이다. 애도는 인지, 정서, 행동 으로 구별되는 반

응을 보이고 개인, 사회, 문화, 역사  향을 반 하는 

독특하고 다차원 인 반응이다[3]. 

상실(Loss)은 사별, 즉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포함하

여 이혼·이별과 같은 계상실, 이직·실업과 같은 경제

 상실, 꿈과 미래의 포기 등의 추상  상실까지 포함

한다. 정신질환, 알츠하이머와 같은 정신사회  상실

[4], 직업과 경제  변화로 인한 상실, 반려동물의 상실, 

신체 일부의 손상으로 인한 상실[5] 그리고 인생의 발

달과정  겪는 환기까지 거의 모든 형태의 분리 경

험을 포함시키고 있다[8]. 따라서 인생 반에 걸친 상

실은 피할 수 없는 경험이며 그 수요 증가는 애도 상담

의 문성을 향상시키고 상담자의 역량을 키울 필요성

을 더욱 크게 인식시키고 있다. 

애도 상담자 교육  훈련에 한 연구에서는 교육 

과정을 독립된 교과가 아닌 다른 교과의 일부분 는 

사별에 을 맞춘 내용으로 한정지어 제한 인 내용

만을 다룬 것에 해 문제로 지 했다[6]. 물론 애도 상

담도 일반 상담과 차이가 있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모

든 상담자가 갖춰야 할 문성에서 공통 인 부분이 있

다. 그럼에도 애도는 보편 인 경험임과 동시에 각 개

인이 경험하는 상실의 유형, 개인을 둘러싼 환경의 

향, 감정, 처방식, 애도의 기간 등에서 차별화 되는 독

특한 경험이다. 뿐만 아니라 애도 과정을 통해 상실 이

후 삶이 재구성 되고 신념과 가치가 변화할 수 있는 복

합 인 반응임을 감안할 때, 그 특수성에 요구되는 상

담자의 세부 인 지식과 치료 기술, 상담자의 태도 등

이 있다. 

1970년  이 부터 서구에서 죽음에 한 교육, 사별, 

애도 상담 등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그  애도 상

담자의 교육과 훈련에 을 둔 연구는 1990년 부터 

활발해졌다. 상담자 교육의 표 을 제시하고 있는 미국 

상담교육 로그램 인 원회(Counseling and Related 

Educational Programs: 이하 CACREP)의 표 에는 ‘인

생 반에 걸친 다양한 기, 재앙, 외상  사건이 개인

의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향’에 한 문  노력과 

교육[7]에 한 필요성만 기술되어 있다. 즉 기와 외

상에만 을 둘 경우 오히려 폭넓게 확 된 상실의 

개념을 담아내기에는 부족하다. 이에 해 Doughty 외

[8]는 상담학에서 상실과 애도에 한 교육이 간과될 

수 있음을 지 하고 있다. 그럼에도 애도 상담에 한 

교육  훈련의 필요성에 한 연구가 꾸 히 진행되었

다. Ober외[1] 연구에서는 자격을 갖춘 상담자를 상

으로 자신이 지각한 애도 상담 역량에 해 조사하

다. 그 결과 상담자 스스로는 개인 인 역량은 높게 인

식했으나 애도 상담의 지식과 기술은 낮게 평가하 다. 

이것은 상담자가 애도 인 내담자와 상담을 할 수 있다

는 자기 인식은 갖고 있지만 애도 상담에 한 구체

인 지식과 기술이 비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설

명하 다. 이 연구에서 개인 인 경험과 애도에 한 

인식은 문  훈련과 기술  역량과는 다르기 때문에 

문 상담을 제공하기 어려우며, 교육과 경험  훈련이 

필수 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애도 상담 훈

련은 상담자의 안정성을 높이고 상실과 죽음에 한 두

려움을 감소시키며 처기술을 향상시키고 치료계획과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그 효과성을 

말해주고 있다[1]. 

최근 개정된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윤리강령 1조에는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교육과 수련, 경험 등

에 의해 비된 역량의 안에서 문  서비스와 교육을 

제공한다”[9]로 서술되어 있다. 이는 문가로서 역량

을 갖추는 것에 한 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이다. 우

리나라 애도에 한 기 연구는 사별(bereavement)에 

이 맞춰져 있었다. 가족을 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을 잃은 이들의 사별 당시와 그 후 응 과정에 한 양

·질  연구,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에 한 조력

의 성과에 한 연구, 죽음 교육 로그램의 실태·개발·

성과에 한 연구[10] 등이 진행되었다. 이후 증가된 연

구들을 살펴보면, 사별 등 상 상실을 경험한 내담자

의 경험과 애도 과정을 상별로 면 히 탐색하고

[11-14], 이들을 돕기 한 로그램과 그 효과성 검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 Vol. 18 No. 2604

연구[15][16], 상실 이후 애도이론의 용을 통한 내담

자의 심리  응과의 계 연구, 애도 련 측정도구

의 타당화 연구[17-19], 상실 이후 삶의 의미와 성장에 

을 둔 연구[20][21] 등 주제가 범 해지고 구체화 

되었다. 

그러나 연구 상이 부분 상실과 애도 과정을 경험

한 상담의 수요자 즉 내담자로 한정되어 있는 반면, 애

도 상담자의 경험과 문 역량에 을 둔 연구는 단 

몇 편에 불과하다. 그 마 도 목회상담 분야로 한정되

어 있어 매우 제한 이다. 상담은 내담자, 상담자, 상담

자와 내담자의 상호작용이라는 세 주체가 균형을 이루

는 작업이다. 그  상담자가 상담의 성과에 매우 요

한 향을 미친다는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다[22]. 애도 

상담 역시 지 까지 간과되어 왔던 상담자의 경험, 상

실과 애도에 한 이해, 역량 향상을 한 훈련과 교육

에 한 연구가 증가하는 애도 상담 요구에 문 이고 

효과 인 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필요

성에도 불구하고 애도 상담이 새로운 교육의 커리큘럼

으로 추가되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 

미국의 경우, CACREP의 표  커리큘럼 안에 이미 

기존 교육과정으로 가득 차 있고[23] 애도 상담을 훈련

시키는 교수진 역시 동일한 상담 교육을 받았기에 경험

과 훈련이 부족하다고 설명하고 있다[6][8]. 게다가 재

정과 제도  뒷받침, 가치 의 향 등의 이유[8], 죽음

에 한 부정  인식과 종교  이유 등도 그 배경을 설

명해 주고 있다. 이에 한 안으로 Doughty외[8]는 

기존 CACREP 표  상담 커리큘럼 안에 애도 상담을 

통합시켜 근하는 방식의 교육과정을 제안하 다. 이

는 교과과정의 시간  부담을 이고 폭넓은 상실의 개

념을 상담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내담자를 이해하는 시

각을 넓히는 효과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상담자 문성 확보를 한 교육 과정 역시 

당면한 문제 들이 있다. 학원 과정에서 이수하는 이

론 교육과 실습이 문성을 확보하기에는 양 , 질 인 

면에서 턱없이 부족하다[24][25]. 그 가운데 특정 분야

의 상담과정을 독립 인 교과로 채택하여 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단지 몇 개 학교에서 죽음학

(Thanathology)와 련된 평생교육과정이 개설되었고, 

애도 상담이 일부 다 지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다행

스럽게도 최근 애도 상담 역량 향상을 한 노력이 있

었다.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애도 상담의 창의  

근  기법의 실제」라는 주제로 학술 회가 개최 되었

다. 12시간 워크 을 통해 상실 이후 슬픔 그리고 고인

과의 지속  유 (Continuing Bonds)와 치료기법 등 의

미재구성이론 강의와 시연(비디오)으로 진행되었다. 워

크 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죽음과 상실 련한 상담

자의 불안 수 이 감소함을 보여  Doughty외[8] 연구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의미 있는 첫 걸음이었지만 문 

역량을 키우기에 부족한 시간이었다. 상담자의 문성

은 단 시간의 기술과 지식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상

담자의 문성 개발을 해서는 상담자 교육 내용  

방법의 문화와 제도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26]. 

따라서 본 연구는 애도 상담 역에서 상담자의 역량 

향상을 한 기  연구를 진행하 다. 즉 애도 상담 

문성을 갖추기 한 교육 내용과 방법을 심으로 문

가들의 문헌을 검토하고 정리하 다. 이는 애도 상담 

교육과정 모델과 애도상담 역량 모형 구축을 한 기본

인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증가하는 애도와 상실 

문제에 마주한 상담자들과 교육자들에게 구체 인 교

육과 훈련 방향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논의  제언에서는 연구의 의미와 향후 연

구방향이 제시되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애도 상담 역량을 향상시키기 한 상담자 

교육과정을 살펴보고자 선행연구들을 먼  검토하

다. 선행 문헌은 학술지 주로 하 으며, 추가 인 설

명을 해 필요한 학  논문을 참고 하 다. 국내 문헌

의 수가 어 주로 국외 문헌을 검색하 는데 '애도 상

담 훈련(grief counseling training)', '애도 상담 교육

(grief counseling education)', '애도 상담 역량(grief 

counseling competency)'을 주요 검색어로 하 다. 선

행 연구를 통해 애도 상담 역량과 애도 상담 문성 개

발을 한 교육과정을 정리하고 공통 인 요소를 선정

하여 구체 으로 기술하 다. 그 과정에서 세분화된 교

육 내용과 훈련 방법에 한 문헌은 ‘죽음교육(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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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상담자 상실(counselor loss)'을 검색하여 

보충 정리하 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애도 상담자

를 한 교육과정의 핵심 인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 다. 

II. 본 론 

애도 상담에 한 연구가 최근 증가되고 있지만 애도 

상담자에 한 연구는 매우 미비하다. 먼 , 애도 상담  

교육과정을 제시하기 해 애도 상담 역량 요인을 살펴

보았다. 그 다음 역량을 갖추기 한 교육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문헌들을 정리하여 공통요소를 선정하

다. 한 교육방법은 기존 상담자 교육과정 안에 통합

될 수 있도록 정리하 다.  

1. 애도 상담 역량

애도 상담자에게 필요한 문성은 무엇인가? 이를 

해서는 먼  애도 상담 역량에 한 검토가 필요하다. 

역량이란 문 인 과업을 수행하기 해 필요한 기술, 

능력  지식의 조합이며[27], 최길성[28]은 그의 연구

에서 역량은 지식과 기술  요소 뿐 아니라 그것을 배

우는 학습자들이 구체 인 실천 과정을 통해 지속 으

로 경험되고 체화되는 과정까지 포함하는 과정임을 밝

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상담자 역량에 한 연구들

이 많이 있다. 상담자의 자질, 상담자의 문성 발달을 

시작으로 차 특수 분야 상담자의 역량 연구로 구체화 

되었다[29-34]. 

그러나 지 까지 수행된 연구  아직 애도 상담 역

량에 한 연구는 없다. 외국에서도 애도 상담 역량에 

한 연구는 단 몇 편에 불과하다. 그  가장 많이 언

되는 Charkow[35]는 애도 상담 역량을 측정하는 평

가 도구를 개발하기 해 애도 상담 역량 요인을 제시

하 다. 구성 요인의 하  5가지 범주는 개인역량, 기술 

 지식, 평가 기술, 치료기술  문가 기술로 나뉜다. 

Charkow의 역량 요소 역시 지식과 기술 뿐 아니라 개

인역량 역의 태도와 신념, 가치가 포함되어 비가시  

이지만 경험 이고 체험 인 역량의 조화를 보여주고 

있다.  각 구성요인과 주요 내용은 아래 [표 1]에 제시하

다. 

표 1. Charkow[34]의 애도 상담 역량 구성요인

구성요인 주요 내용

개인역량

- 자기 관리
- 애도이슈에 대한 자기-인식
- 유머감각
- 영성
- 죽음과 상실에 대한 개인 철학과 신념

기술 
및 
지식

- 정상애도와 복합애도의 이해
- 효과적/비효과적 대처기술
- 애도 이론을 활용한 사례개념화
- 죽음의 발달적 이해

평가기술

- 내담자의 미해결된 상실을 평가
- 자살 위기 평가
- 영성과 신념의 평가
- 애도의 문화적 영향 평가
- 병원치료 의뢰를 위한 평가 활용

치료기술

- 상실과 애도 관련 심리교육을 제공할 능력
- 개인·그룹·가족 대상 애도 상담 능력
- 내담자와 관계형성
- 적극적 경청
- 상실경험의 재구조화
- 애도 상담에서 창의적 예술 기법의 활용
- 치료에 있어 문화적 영향력 확인하기
- 애도 의식을 함께 만들거나 참여하기 

전문가
기술

- 애도 관련 커뮤니티와 학교활동 제공
- 위기 개입
- 학제 간 팀 작업
- 애도에 관한 최근 문헌 조사
- 전문가지지 그룹 참여 등

애도 상담 역량의 구성 요인  일반 상담자 역량과

는 구별되는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술  지식 

요인  죽음의 발달  이해는 유년기 발달과정이 거의 

모든 심리학과 커리큘럼의 표 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에 반해 인생의 마지막 발달 단계인 죽음 련 교육은 

도외시 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죽음에 한 이해

는 죽음을 인생의 한 부분으로 보고 재의 삶과 연결

된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동시에 죽음

이라는 삶의 마지막 단계를 이해하는 것이 상실과 죽음

에 한 개인  신념과 철학을 정리하도록 돕는다. 상

담자 자신의 가치 을 분명히 알 때 내담자의 상실 

련 주제를 더 효과 으로 다룰 수 있다.

최근의 애도 이론은 고정화된 단계이론에서 벗어나 

각 개인의 고유한 상실 경험의 의미를 찾고 새로운 삶

을 재구조화 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상

담자들은 애도가 개인의 독특한 경험임을 알면서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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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단계기반 모델에 따라 내담자를 이해하고 시간  

발달단계를 요시하며, 내담자와 고인 사이의 ‘ 계단

’을 장려하고 있다고 지 하고 있다[36]. Charkow가 

문  기술에서 지 했듯 상담자들은 애도에 한 최

신 연구와 이론을 습득하고 지속 인 교육과 성찰을 필

요로 한다. 평가 기술과 치료기술에서 요하게 다루는 

애도의 문화  향도 애도 상담자가 지식의 수 을 넘

어 평가와 치료에 활용 가능한 경험  습득이 필요한 

역이다. 이와 같이 교육과 훈련을 한 교육 요소로

서 역량을 이해하고 상담자 경험에 한 연구들이 뒷받

침 된다면 애도 상담의 문 역량을 개발하기 한 교

육과정에 활용될 수 있다.  

2. 애도 상담 교육 내용 및 방법

역량 이해는 상담자가 무엇을 배우고 훈련해야 하는

가에 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역량을 기반으로 한 교육

의 특징은 이론  지식 외에도 실천  지식이 강조되고 

기본 인 능력과 직업 능력을 심으로 교육이 구성된

다는 , 그리고 교육과 실사회가 연계된 교육 체제

로의 구축이 강조 된다[28]. 이제 문 애도 상담을 

해 무엇을 배우고 훈련해야 하는가에 한 논의가 필요

하다. Hannon외[37]는 애도 상담자의 교육과 훈련에 필

수 으로 포함되어야 할 주제를 문헌연구를 통해 정리

하 다. 해당 주제는 애도 모델  애도의 발달 단계, 

애도 경험의 문화  역할, 상실과 애도에 한 신체, 정

서, 행동,  반응, 개인·그룹·가족의 애도 상담 략, 

그리고 상담자의 자기- 리이다. 애도 상담 교육 필수 

내용을 아래 [표 2]에 정리하 다. 

표 2. Hannon외[37] 연구의 애도상담 교육 내용

애도상담 교육 내용

- 애도 경험의 문화적 역할
- 애도 모델 및 애도 발달단계
- 상실과 애도의 신체, 정서, 행동, 영적 반응
- 애도 상담 전략
- 자기관리

와 같이 애도 상담에 필요한 역량과 교육의 필수 

주제가 연구되었지만 앞에서 언 했듯이 상담 교육과

정이 이미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독립 인 교과과정으

로 운 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Doughty외[8] 그 안으로 CACREP 규  내 7

개의 상담교육과정(Counseling Curriculum)안에 애도 

상담을 통합시켜 근하는 방식을 제안 하 다. 그 내

용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Doughty외[8] CACREP교육과정과의 통합 제안

CACREP Standards
Counseling Curriculum

Doughty 외
제안한 교육내용

교수 방법

전문상담의 기초와 
윤리실천 (Professional 
Counseling Orientation 
& Ethical Practice)

상담자 상실경험에 대
한 인식
시한부 내담자의 윤리
적 이슈에 대한 논의

- 윤리교육과정에 
통합
- 토론하고 개인적 
이슈도 함께 다루기

사회문화적 다양성
(Social & Cultural 

Diversity)

- 서구vs비서구 문화
의 애도 이해
- 애도 평가시 문화적 
요소 반영
- 문화 의식(장례 등)
과 개인적 의식

미디어의 활용 
- 영화, tv, 광고
인터넷 자료 등

인간성장과 발달
(Human Development & 

Growth)

개인 상실경험에 대한 
태도, 신념, 자신의 경
험과 의미탐구

스토리텔링
글쓰기
- 집단 토론
상실이 주제가 된 인
생곡선 그리기

경력 개발
(Career Development)

- 실직과 직업변화
- 정체성과 사회적 지
위, 재정적 변화, 가정
의 가치관

실직 후 1차·2차 상
실평가 및 사례개념
화 

상담과 조력관계
(counseling & helping 

relationship)

-위기상담vs애도상담
-위험요인 선별 및 
잠재적 탄력성 확인
-임상실습 

- 상실의 관점으로 
사례 분석하기
- 상담자 문제가 상
담관계에 미치는 영
향 토론

그룹 작업
(Group Work)

집단상담 이론과 임상
실습

- 애도와 임종에 관
한 실존치료기법
- 애도관련 집단 상
담 연구물 탐색 등

평가 및 검사
(Assessment & 

Testing)

애도의 독특함과 사회
문화적 맥락 요인을 
고려한 통합적 평가

- 애도 유형 도구에 
대한 평가 및 비판적 
시각 기르기

연구 및 프로그램 평가
(Research & Program 

Evaluation)

애도의 독특성을 반영
하는 효과적인 연구조
사방법에 대한 이해,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 
훈련

- 사례연구, 현상학
적 연구 연습
- 애도 측정도구 활
용

본 연구자는 Charkow의 역량, Hannon과 Doughty의 

교육내용에서 제안한 것 에서 공통되는 주제를 선정

하고 역량 기반 교육 과정에서 이 으로 작용하는 지식

과 기술 뿐 아니라 학습자 즉 상담자의 가치와 신념을 

검하고 실제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더욱 확장

될 수 있도록 하는 요소를 포함시켰다. 

다음은 연구자 선정한 애도 상담 역량 향상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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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정이다. 첫째, Charkow의 기술  지식 역  

애도 이론에 한 지식과 Hannon 외 동료가 제시한 애

도 모델  애도 발달 단계, Doughty의 상담과 조력 

계 역  기상담과 애도 상담의 구분을 묶어 애도 

상담 이론  모델로 정하 다. 이에 포함되는 내용은 

애도의 고 이론과 최근 애도 이론  모델을 정리하

다. 한 애도 이론과 일반 상담이론을 비교하여 기존 

상담 교육과정 안에 통합되도록 교육 방법을 제시하

다. 둘째, 세 연구자가 공통 으로 제안한 평가 기술이

다. 인간의 보편  경험으로서의 애도와 개인의 성격, 

사회문화  배경, 성장 배경 등 차별 이고 독특한 경

험으로서의 애도를 구분하는 것이다. 개인 인 요소와 

사회문화 인 요소를 함께 고려하고 호소하는 문제 뒤

에 숨겨진 미해결된 상실을 찾고 정상애도와 복합애도

를 구분하여 상담 계획을 세우는 것까지 평가의 내용에

서 다 진다. 셋째, 죽음에 한 개인의 인식, 신념, 가

치를 악하기 한 죽음교육의 내용과 교육 방식에 

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상담자의 상실 경험이 상담 

계에 미치는 향을 이해하기 해 상담자 자기-

리를 정리하 다. 

표 4. 연구자 선정 교육 내용

연구자 선정 교육내용

▪ 지식과 기술
 - 애도 상담 이론 및 모델
▪ 평가 기술
 - 애도의 문화적 영향 평가
 - 적응적 애도와 지속 복합애도의 구분
 - 애도 측정도구의 다양한 이해와 비평
▪ 태도와 가치 
 - 죽음에 대한 교육
▪ 상담자 자기 관리
 - 상담자의 상실경험에 대한 이해

다음으로는 4개 역의 교육 내용을 제시하고 기존 

상담교육 과정 안에 통합되고 경험실습이 가능한 교육

방법도 함께 제시하 다. Doughty외[8]는 교과 과정 

에 다양한 경험  실습을 병행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상

실과 애도의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다양

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보았다. 즉 교육의 다양

한 방식은 치료  기법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상담자 

자신의 경험이 학습의 주제가 되어 성찰을 유도함과 동

시에 내담자에 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애도 상

담의 기술을 익힐 수 있을 것이다. 

2.1 애도 상담 이론 및 모델

이론과 모델은 상실에 한 지속 인 응을 한 구

조  틀을 제공한다. 애도 상담 이론의 표 인 이론

에는 고 이론에 속하는 애착이론, Kubler-Ross의 단

계이론이 있으며, 이후 최근 이  과정 모델(Dual 

Process Model)과 의미재구성이론에 한 용이 많아

지고 있다. 각 이론에서 설명하는 상실과 애도를 이해

하고 치료  략을 학습하는 것이 목표가 된다. 

애도 이론의 기 이론에 속하는 Kubler-Ross의 단

계이론은 애도 과정을 부인, 분노, 상, 우울, 수용의 5

단계로 나 었다. 상실 후 슬픔과 정서를 찰하여 변

화 단계로 제시한 것은 지 까지도 가치 있게 평가된

다. 그러나 최근 애도 이론과 모델은 변화했다. 기 단

계이론의 임상 경험이 쌓이고 상담 과정에 용되면서 

이론은 수정되고 발 되었다. Charkow는 애도 상담 역

량에서 상담자는 애도에 한 최근 문헌을 조사하고 지

속 으로 학습하길 권하고 있다. 최근의 이론을 익힘으

로써 내담자 문제와 역동에 한 심층 인 이해를 가능

 하고 상담과정에서 활용할 다양한 치료  략을 배

울 수 있다. 

기 이론인 단계 이론은 상실을 겪은 내담자의 정서

와 그 변화를 이해하는 틀을 제시한 공헌이 있지만 개

인만의 독특한 애도 과정이 있음을 새롭게 배울 필요가 

있다. 그 가운데 이 로세스 모델은 단계이론과 달리 

비선형 이고 시간 흐름에 따른 단계를 필수 으로 고

려하지 않는다. 모델은 상실 심 스트 스와 회복 

심 스트 스 그리고 그 둘 사이의 진동(Oscillation)으

로 구성된다. 상실 심 스트 스는 상실 경험 자체, 고

인과 련된 슬픔, 유 감, 열망, 고통과 련된 애도 작

업이며, 변화에 한 부인과 회피를 설명한다. 회복 

심 스트 스는 회복의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실

로 인한 2차  스트 스에 한 원인과 처를 다룬다

[38]. 즉 상실 이후 새롭게 변화된 삶에서 오는 스트

스, 변화된 역할, 경제  문제, 새로운 일의 부과, 가족

구성원과의 변화된 의사소통 등이 포함된다. Stroebe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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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는 이 모델의 핵심은 진동이며, 상실 심 처와 

회복 심 처 사이를 오가는 역동성을 시하고 그것

이 성공 인 처라고 제안했다. 

의미 재구조화 이론은 상실에 한 의미를 재구성하

는 것이 애도의 가장 핵심 인 과정이다[39]. 상실의 범

가 인간 삶의 환 국면마다 생기는 보편 인 경험이

기에 상실은 지속되며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이를 통

해 삶의 의미를 재설계하는 과정임을 알아가는 것이다. 

기본 으로 인간은 삶을 이야기로 풀어내는데,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만들어내면서 자기 

이야기(self-narrative)로 만든다[40]. 즉 애도과정을 통

해 자아정체성을 다시 구성하는 것이다. 상실이 죽음 

는 사별이라면 의미재구성 이론에서는 고인과의 단

이 아닌 지속 인 유 로 통합하는 계의 재구성을 

강조한다.

이론과 모델에 한 학습은 상실과 애도에 한 고  

이론 즉 단계이론, 과제모델에 한 토론과 비평[8]을 

통해 각 이론의 특징과 제한 에 해 학습한다. 이론

과 모델을 교육하는데 있어서 기존 상담 교육과정 내에

서 일반 상담이론과 애도 이론이 어떻게 공조하고 유사

하며 구분되는지 익히도록 제안하 다. 단계이론과 인

간 심이론, 이 과정 모델과 게슈탈트 이론, 의미재구

성 이론과 실존주의 상담, 이야기 치료를 통합하여 운

할 수 있다. 단계이론은 슬픔에서 보이는 단계를 반

드시 거치는 의무처럼 경직되어 있고 선형  발달 모형

을 강조하기 때문에 진정한 자기 경험과의 을 방해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 심 상담은 죽음에 한 사

건에 개인 인 반응과 행동의 주 인 감각을 회복할 

수 있는 요한 기회를 제공한다[23]. 이  로세스 모

델은 게슈탈트 이론의 지각의 분리 즉, 경과 배경과 

유사하여 함께 설명될 수 있으며, Doughty 외[8]는 진

로상담 교육과정에서 실직을 하나의 상실로 보고 실직

의 슬픔에 처하고 고용과 련된 기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상실  회복 심 스트 스 이론으로 

평가하고 상담하는 방식을 제안하 다. 한 실직과 

련된 1차, 2차 상실을 평가하고 사례개념화 실습을 포

함시켰다.  

의미 재구조화 이론은 이야기 치료와 실존주의 상담

이론, 인지행동 치료와의 비교, 통합이 가능하다. 의미

재구조화 이론의 치료 기법  하나인 내러티 는 상실

에 한 기억과 생각, 감정을 표 하면서 새로운 의미

를 찾고 자신의 신념을 재형성해 가는 방식으로 이야기 

치료의 기본 과정과 동일하다. 즉 자기의 이야기를 통

해 삶의 상황과 사건에 해 새로운 시각을 얻는 것이 

요함을 강조한다. 한 실존주의 상담은 존재론  경

험과 의식 이고 합리 인 것 이상의 확장된 앎, 객

인 사실보다 주  실개념에 근거한다는 면에서 

공통분모를 지닌다. 내담자의 극단 인 견해에 도 하

기, 새로운 경험을 동화시키거나 필요에 따라 기존 가

정을 수용하는 과정 등은 인지행동치료와 연 성을 지

닌다. 애도 이론은 그 기본구조를 유지하면서 기존 상

담이론과정과 통합  근을 가능하게 한다. 

2.2 애도 평가

상실을 경험한 사람은 보편 으로 정상  애도 과정

을 거친다. 그러나 정상애도와 구별되는 지속  복합애

도 장애는 임상 으로 유의한 고통과 정신사회  기능

에 장애를 야기하는 수 에 이르는 반응을 보인다. 최

근 DSM-V에서는 독립  진단 기 이 되기 해 추가 

연구가 필요한 상태로 지속성 복합애도장애(Persistent 

complex bereavement disorder)를 추가 시켰다. 정상 

애도 외에 지속  복합애도는 문가의 개입이 필요한 

역이라는 것이 반 된 것이기에 애도 상담자는 정상 

애도와 복합애도를 구분할 수 있는 임상평가 기 을 알

고 있어야 한다. 더불어 애도를 측정, 평가하는 도구들

은 그 종류가 다양하지만 애도를 평가하는 종합 인 측

정도구는 없다[8]. 애도 련 측정도구를 많이 아는 것 

보다 애도의 독특성, 개인의 구별되는 애도반응과 처, 

애도 의식을 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내담자의 

애착유형, 사회문화  환경 안에서 애도에 향을  

요인, 가족의 지지체계, 과거의 미해결된 상실경험 등 

종합 인 평가 과정을 배워야 한다. 이와 련하여 상

담자는 이미 만들어진 측정도구를 먼  이해하고 평가

하며, 덧붙여 비  시각을 기르는 것이 요하다[8]. 

한 다양한 측정도구, 심리검사 평가와 통합하여 학습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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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착 유형은 정상애도와 복합애도를 측하며, 후

를 가늠할 수 있다[40]. 상실이후 정상애도의 강도를 벗

어나 불안정한 애도 반응에 한 험요인을 선별하고 

부 응을 완화할 수 있는 내담자의 회복탄력성 요인 역

시 함께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41]. 

애도를 평가하는데 있어 요한 요인  하나는 사회 

문화  요인이 개인의 상실과 애도를 하는 태도에 어

떤 향을 주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사회문화  요인

의 향을 평가하는데 있어 화는 훌륭한 교육  도구

가 된다. 비교 가능한 동서양 문화권에서 사람들의 슬

픔 반응을 화, TV시리즈, 고 등을 활용하여 그 내

용을 작성하고 개인의 애도 과정에 어떻게 향을 미치

는지 토론하기 방식을 취할 수 있다[8]. 

한 Reeves[42]는 그 문화가 속한 장례식, 추도식 같

은 문화  의식 안에서 개인만의 의식을 만들고 계획하

는 것은 내담자의 특이한 애도 과정을 인정하고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 다. 상실 경

험에 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실제 자신의 상실을 

해석하고 애도하는데 향을  수 있다. 한국에서 연

로하신 어른의 죽음에 호상(好喪)이라고 부르기도 한

다. 그러나 정작 부모를 잃은 자식의 슬픔을 무시하는 

말이며 이로 인해 자신의 슬픔을 억압하거나 서둘러 극

복하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정소연[43]은 그의 연

구에서 가족 구성원이 사망하고 남아있는 구성원들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가족 고유의 규칙이나 믿음을 토

로 사별 경험과 련된 의미를 찾게 되고 서로 공유

한다고 소개하 다. 덧붙여 사별 경험자에게 정서 인 

지지와 실질 인 도움이 있는 경우 고인과의 지속  유

감, 개인  성장, 인생을 요시 여기는 태도를 갖게 

되고 반 로 부정 인 반응은 무의미함과 공허감을 갖

게 하 다. 이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사회문화  요인

과 지지체계를 이해하는 것은 사별경험자의 인지  과

정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3 죽음에 대한 교육 

죽음 교육은 죽음에 한 막연한 두려움을 감소시키

고 죽음에 한 자신의 가치 을 재정립하여 안정감을 

가지고 애도 상담에 임하도록 돕는다. 서구 죽음교육의 

가장 큰 공헌자로 1950년  Herman Feifel을 꼽는다. 

Wass[44]는 그를 “최 의  죽음 교육학자 다”

라고 소개하 다. Feifel은 죽음의 학문  성격을 알리

고 죽음을 공론화 시켰으며 인본주의  으로 죽음

에 한 교육을 강조하고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

에게 이익이 된다고 설명했다[44][45]. Wass[44]는 

Feifel의 죽음교육의 목표는 죽음에 한 지식습득, 자

기-이해, 가치 , 의미, 태도를 명확히 아는 것이라 하

다. 한 단순한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

한 체험활동을 통해 교육목표를 달성해야 함을 강조하

다. 미국은 1976년 창설된 죽음 교육  상담학회 

Association for Death Education and Counseling: 이하 

ADEC)에서 타나톨로지(Thanatology)라는 죽음학을 

다루고 있다. 타나톨로지는 ‘죽음인식, 죽음의 비, 죽

어가는 사람을 돌 , 임종을 앞둔 자와 돌보는 사람의 

계 정립, 미해결한 계의 해결, 직면한 죽음에서 희

망 찾기,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 등에 한 학문으로 개

념화 된다[45]. 우리나라의 죽음교육에 한 심은 

1970년  후반 이후로 부분 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으

며 교육학 분야에서는 1990년  들어 죽음 교육을 다루

기 시작했다[46]. 

상담 역에서 죽음의 이해와 교육의 필요한 것은 죽

음이라는 기 상황이 다가왔을 때를 한 비가 아니

라, 일상의 삶 속에서 진행되는 죽음에 한 성찰이 

실의 삶의 의미와 태도를 환시켜  수 있기 때문이다

[47]. 이는 죽음을 단순히 단  는 종결의 의미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을 보다 역동 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음을 의미한다. 

죽음 교육에 한 필요와 요구가 있음에도 심리학과 

내에서 죽음교육에 한 교과가 제공되지 못하는 이유

는 이 분야의 문  지식을 제공할 교수의 부족, 죽음 

인식에 한 부정  문화, 죽음에 한 종교  시각에 

내재된 논란의 가능성을 피하기 함[48]과 자격증과 

연결되는 다른 학문 역과는 달라서 교과에 배정할 시

간  여유가 없다[49]는 것과 련이 있다. 부정  시각

과 제한 인 여건은 여 히 존재한다. 그러나 상담자 

상의 죽음교육 이후 정  결과를 언 하는 연구물

이 있어 그 필요성과 실천에 한 요구를 고려해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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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Harrawood외[50]는 상담 공 학원생을 

상으로 8일간 30시간의 죽음 교육을 실시 한 결과, 개인

이 갖고 있는 죽음에 한 신념을 더 깊게 이해하고 죽

음 련 문제를 덜 불안해하며, 편안함과 처능력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주변 사람의 죽

음을 경험한 간호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학생을 상

으로 연구한 이은주 외[49]는 참여한 학생들이 상실 

경험 이후 재 삶이 요하다는 것과 죽음을 비하는 

삶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고, 죽음 교육에 한 필

요성을 느끼게 되었음을 제시하 다. 그들은 죽음 교육

이 삶을 충실하고 보람되며 완성 이고 성숙되고 만족

스러운 것으로 느낄 수 있게 도울 것이라 기 하 다. 

유사하게 죽음교육이 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

고[51], 죽음에 한 불안을 감소시키며, 죽음과 련된 

주제를 피하지 않고 죽음을 훨씬 수용 으로 받아들이

며 죽음과 련된 주제에 참여하는데 있어 두려움이 

어들었다[52]는 일 된 연구 결과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애도 상담자가 가장 많이 하는 상실은 아마도 

사별을 겪은 내담자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죽음 교

육은 상담에서 안정 이고 수용 이며 공감 인 만남

을 가능하게 해  것이다. 상담 공 학원생을 상

으로 실시한 로그램[50]은 아래 [표 5]에 제시하 다. 

표 5. Harrawood[50]외 죽음에 대한 교육 

회기 주제와 활동 내용

1일
죽음과 애도에 관해 왜 학습이 필요한가?
태도와 경험, 개인 성찰
상담자 자기-관리

2일
미디어, 문학, 종교와 환경을 통한 죽음의 이해
일반적인 상실
애착, 사별, 애도, 애도의 증상

3일
애도 - 단계와 과업이론
애도의 중재
장례 문화와 의식, 초대강사 : 장례지도사

4일
현장체험 : 장례식 참석
전 생애에 걸친 애도의 이해 
죽음과 애도에 대한 다문화적 차이

5일
애도 상담, 애도 상담의 원칙, 절차와 기법
역할극
그룹 애도 상담

6일
복합애도와 애도 상담
진단상의 차이와 역할극

7일
초대 강사 : 호스피스 대표
애도와 가족체계, 애도와 지역공동체

8일
소진 
과정 종료

우리나라의 경우 고려 를 포함한 5개 학 평생교육

원에서 죽음교육 문가 과정이 개설되어 운  이다.  

문가 과정은 ADEC가 제공하는 표  교육과정  

요주제 즉, 임종, 상실, 슬픔과 애도, 외상  죽음을 

심으로 각 과정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주제를 함께 교

육하고 있다[45]. 표  죽음교육 문가 과정[45]의 주

요 주제는 아래 [표 6]에 제시하 다. 

표 6. 표준 죽음 교육 전문가 과정

차수 주제

1차 죽음과 임종

2차 상실, 슬픔과 애도(Loss, Grief and Mourning)

3∼5차 유년기,청소년,청년기,중년기,노년기와 죽음

6차 자살 및 재해로 인한 죽음

7차 불교철학으로 본 죽음관

8차 인간사후에 관한 종교학적 고찰

9차 반려동물 상실 및 애도

10차 의료 윤리

11차 호스피스/ 완화의료

12∼14차 죽음교육 (이론, 체험, 실습)

15차 정리 및 수료

죽음교육의 내용이 충분히 달되어 목표한 바를 효

과 으로 달성하기 해서는 교육방식 역시 요하다. 

죽음 교육이 경험  활동이 동반된 교육이 아니라 지식 

주의 교수법으로 진행되고 이러한 정보가 정서  경

험으로 다 지지 못한 채 제공되면 죽음에 한 불안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53]는 결과 역시 개인의 성장이 동

반되는 체험 주의 교수 방법을 강조하고 있다. 학습

자들은 토론과 사례 심으로 구성되길 희망하고[49] 장

례식, 추도식에 참석하거나 자신의 경험을 로 쓰고 

토론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으며 실제 장에서 일하는 

호스피스 강사를 청하는 등의 체험 과 경험 주의 

학습을 제안하고 있다[50]. 체험 주의 학습활동은 슬

픔의 깊이, 애도 반응의 공감 등 상실 경험 내담자의 정

서  측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부정  시각으로 인해 할 수 없었던 죽음에 한 

올바른 정보를 알고 이해하며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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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상담자의 자기 관리

애도 상담에서 자기 리는 상담자의 상실 경험이 

이 되며 상담자의 상실경험이 상담과정에 미치는 

향을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통해 인식하고 회복을 한 

노력을 해야 한다. 

Doka[4]는 “박탈된 애도(disenfranchised grief)란 사

회 으로 묵인되거나, 공식 으로 애도하지 못하고, 공

개 으로 알려질 수 없을 때 경험되는 슬픔”으로 정의

했다. 그  상담 계와 내담자의 죽음을 소개하 다. 

내담자와의 상담 종결이나 내담자의 죽음은 일반 으

로 잘 알려지지 않은 상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애도할 

당사자인 상담자가 슬픔과 상실감을 표 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된다. 

만약 상담자가 상실을 미해결한 채 상담에 임한다면 

치료과정에 부정 인 향을 미치고[54] 작업동맹이 붕

괴되고 회피 인 행동이 나타나며 상담자 자신의 상실

로 인해 내담자의 모든 이야기를 ‘상실’의 문제로 보는 

경향[55]을 보일 수 있다. 이와 같이 상담자의 미해결된 

상실 경험이 상담과정 에 부정  향을 끼친다는 연

구결과들이 있다. 상담자가 가족이나 친족 등 요한 

상을 상실한 경우, 불안정한 정서를 경험하고 치료과

정  내담자를 향한 분노, 과민함, 오히려 내담자에게 

지지를 얻고 싶은 태도, 치료 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보다 자신의 상실 경험에 매달리는 모습 등을 보인다

[55-57]. 이 경우 내담자의 최우선 복지를 해하거나 

문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윤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상담자가 내담자의 자살 는 사망을 겪을 경우, 

상담자는 문가로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두려움과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 Adelman[58]은 이 경우 내담자

와의 애착의 깊이와 슬픔이 자신의 미해결된 역 이와 

복잡하고 미묘한 경계의 문제를 암시할 것을 염려하여 

동료에게 자문을 구하는데 한계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ADEC의 윤리강령은 회원이 개인 인 문제 는 장애

로 인해 상담 활동 유능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문

인 활동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 자신의 문

제를 해결하기 해 한 문상담  지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59]. 최근에 개정된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윤리규정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추가되었는데, “··· 

자신의 문  능력에 해 정확히 인식하고 ··· 상담자

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개인  문제나 능

력의 한계를 인식하게 될 경우 지도감독이나 문  자

문을 받을 책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9].

상담자의 상실 경험이 부정 인 향을 끼치는 것과

는 상반된 연구 결과도 있다. Kouriatis외[55]는 그의 논

문에서 상담자가 자신의 상실 경험을 이해하고 수용했

을 때 애도 인 내담자에 한 공감이 이 보다 더 증

가하고 내담자에 한 깊은 이해와 유 감, 상실과 애

도에 한 민감성이 높아졌다는 문헌의 결과를 보여주

고 있다. 즉 상담자의 상실 경험이 애도 상담의 유용한 

성찰  지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앞서 소개한 학회의 

윤리강령에서 권고하고 있는 사항처럼 자신의 상실 경

험이 성찰  지식으로 활용되기 해서는 문 수퍼비

과 개인 상담이 추천된다. 한 문 직업인으로의 

삶 이외에 개인 인 삶을 회복하기 해 가족과 함께하

고 사회  지지를 얻으며, 사교 인 만남과 화를 이

어가는 것이 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60]. 

Doughty외[8]는 상담자 교육과정 안에서 개인  상

실과 련된 생각과 느낌, 이제까지 경험한 상실, 타인

의 상실을 곁에서 지켜본 경험, 죽음에 한 종교  신

념을 포함한 주제를 쓰기와 자기-이야기로 만들어 

집단 토론과정을 거치도록 추천하고 있다. 한 미해결

된 상실을 자각하는 방식으로 ‘상실’을 주제로 한 인생 

곡선을 그려 자신의 삶에서 상실을 확인하고 재정리하

는 과정을 통해 경험과 의미를 탐구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III.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애도 상담자의 문 역량 향상을 한 교

육과정을 문헌 연구를 통해 알아보았다. 먼 , 애도상담 

역량 요소를 개인역량, 지식과 기술, 평가 기술, 치료기

술, 문가 기술로 나눠 세부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리

고 여러 문헌에서 제시하는 애도 상담자를 한 교육내

용과 방법을 정리하고 애도 역량의 세부내용과 공통되

는 주제를 뽑아, 애도이론과 모델, 애도의 평가, 죽음에 

한 교육, 상담자 자기 리의 4개 역으로 나 어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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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았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최해림[25] 외의 연구에

서 분류된 과목 범주를 기 으로 기존의 교과과정에 통

합될 수 있는 교육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 공 범주의 주요 상담 이론과목과 모의 

상담 과정의 시연 과목에 애도이론과 모델에 한 내용

을 포함시켜 다룰 수 있도록 한다. 애도의 고  이론인 

애착이론은 기존 상담 이론에서 다루고 있기에 추가

인 애도 내용을 함께 다룰 수 있다. 한 단계이론, 이

과정 모델과 의미재구성 이론을 기존의 상담이론, 즉 

인간 심 상담, 게슈탈트, 실존주의 상담 이론과의 비교

를 통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각 이론별로 제시하는 

치료기법들을 상담자가 직  경험해 보고 시연과 실습

을 통해 체험  지식을 활용하여 내담자 상담 과정에 

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둘째, 상담 련 범주의 검사  측정 과목에서 애도 

평가에서 심의 이 되는 정상애도와 지속  복합

애도의 구분, 애도에 있어서 사회문화  향의 악, 

개인의 애착유형, 미해결된 상실 등을 종합 으로 평가

하기 등을 학습할 수 있다. 정상 인 애도 과정 에 있

는 내담자에게 상담의 효과는 미비하며, 지속  복합애

도의 경우 치료  개입이 유용함을 보여주는 연구결과

에서 알 수 있듯이 애도를 구분하는 것은 상담계획과 

개입 략에 필요한 교육 내용이다.  

셋째, 기타 과목 범주의 사회심리, 교육심리 과목 등

에서 죽음에 한 교육을 다룰 수 있다. 애도 상담자는 

죽음에 한 개인  성찰과 가치 의 확인을 통해 죽음

과 상실로 어려움을 겪는 내담자를 수용 이고 편안하

게 만날 수 있다. 죽음교육은 죽음에 한 지식과 자기 

이해, 가치 과 태도를 확립하는 목표 아래 쓰기, 자

기-이야기 등 체험 주의 교육방법으로 진행될 때 효

과 이다. 따라서 기존의 교과 과정  상담자 자기분

석 는 구조화된 집단상담 실습 등 자신의 경험과 

련된 통찰 등을 다루는 교과 과정 등에 포함시켜, ‘죽음’

에 한 자신의 신념과 태도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넷째, 실습훈련 범주 안에 상담 수퍼비 , 인턴쉽 등

의 과목에서 상담자의 자기- 리를 포함시킬 수 있다. 

특히 상담자의 범 한 상실 경험을 주제로 하여 상담

과정 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 자기 성찰과 성숙의 

기회로 삼을 수 있게 한다. 이는 내담자와 깊은 유 감

을 갖게 되고 더 공감 으로 하며 애도와 상실에 

한 민감성을 키울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지 까지의 내용을 통해 많은 사회  이

슈를 불러일으키고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애도와 상

실에 해 상담자가 어떤 비와 역량을 갖춰야 하는

지, 그 교육과 훈련의 가능한 방법들을 살펴보았다. 이

는 애도 상담에 한 지속 인 문 교육의 장이 마련

될 필요성을 알리고 애도 상담이 상담 교육과정 안에 

자리매김 하는 기  연구가 될 수 있다. 한 재 애도 

상담을 진행 인 상담자들에게 무엇을 배우고 수행해

야 하는지에 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마무리 하면서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한 제언

을 하고자 한다. 

첫째, 애도 상담의 연구 부분이 내담자에게 이 

맞춰져 있다. 이는 매우 불균형 인 연구 형태로 추후

에는 애도 상담 경험이 있는 상담자를 심층 면 하여 

애도 상담과정에서 경험한 내용과 상담자의 요구와 기

를 확인한다면 효과 이고 체계 인 교육과정을 개

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애도 상담 역량 척도를 활용하여 상담자가 인

식한 애도 상담 역량과 상담자의 연령, 성별, 종교유무, 

상담자의 실무경험, 애도 상담 경험의 유·무, 애도 교육

의 참여 경험, 상담자 상실 경험의 계를 살펴보고 그 

련성을 이해하여 교육의 상과 그 내용을 구체화 시

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애도 상담자 역량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

하다. 최근 형사고로 인한 갑작스러운 죽음과 직간

인 향을 받는 많은 생존자를 상으로 상담자의 사

회  책임을 다하기 해 상담자원 사자를 모집했으

며 련한 문 상담기 도 개소하 다. 그러나 많은 

인원모집을 할 경우 검증되지 않은 문가라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와 련하여 문역량 모형은 상실

과 애도 상담에 합한 선발을 한 틀을 제공하며 이

들을 한 교육 로그램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애도 상담에서 요한 평가  내담자 이해의 

요소로 활용되는 사회문화  향에 한 연구가 필요

하다. 본 연구에서는 부분 외국 문헌의 자료를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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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그 요성에 해 살펴보았다면, 실제 한국 문화

권 내에서 애도, 장례, 가족과 사회의 지지와 향 등에 

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내담자의 상실과 처에 한 

더 깊은 이해와 더불어 지지체계의 역할과 구체  활용 

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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