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코로나 19로 교육부에서는 2020년 3월에 2020학

년도 1학기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기준을 발표하고 

전면 원격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학 교육 

현장에서는 2020년 1학기에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대학 구성원들은 비대면 수업을 준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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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코로나19로 인해 일반대학에서 비대면 교육이 진행되어 상담도 비대면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었다. 이 

연구는 학생들이 생각과 경험을 잘 표현하는 사진과 찍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정리하는 포토보이스 방법과 SNS 

소통 방법을 혼합한 상담을 시행한 사례 분석으로 비대면 교육상황에서 지도교수의 상담 방향을 제시하는 데 

의미가 있다. 포토보이스를 활용한 SNS 상담을 수도권 전문대학 유아교육과 3학년 10명을 대상으로 6회기 상담 

및 FGI를 실시하였다. 학생의 상담에 대한 인식과 상담내용을 분석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

들은 포토보이스 기법을 적용한 SNS 상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둘째, 비대면 일상과 학업에 대해 점차 

적응하고 긍정적 측면을 평가하였으나, 진로 및 취업에서는 두려움을 호소하였다. 본 사례 연구를 통한 비대면 

상담 전략과 후속 연구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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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ue to Corona 19, non-face-to-face education was conducted at general universities, so 

it was necessary to conduct non-face-to-face faculty advisor counseling. SNS counseling using 

photovoices was conducted in the 6th session and FGI for 10, 3rd graders in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department of a college in the metropolitan area. The results of the study analyzing 

students' perceptions of the counseling and content of the counseling are as follows. First, the 

research participants positively recognized the SNS counseling that applied the photovoice 

technique. Second, they gradually adapted to non-face-to-face daily life and learning and 

evaluated the positive aspects, but they complained of fear in career and employment. A 

non-face-to-face counseling strategy and follow-up studies were proposed through this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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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이하였다. 각 대학들은 원활한 수업 운영을 위해 교

수학습센터를 중심으로 교수법 연수를 통해 비대면 수

업 개발 및 운영을 실제적으로 지원했다. 아울러 코로

나19로 인한 학생들의 ‘심리방역’을 위해 학생상담센터 

및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약을 통한 비대면 상담을 진행

하여 정신건강 차원에서도 지원이 되었다. 

일반적인 학사 운영 시기에도 대학은 지도교수가 신

학기에 신입생 및 재학생의 학교적응, 학업 지도, 중도

탈락 방지, 진로지도 등에 대하여 학생을 지도하고 상

담할 것을 강조하여왔다. 교수자와 학생의 우호적 관계

는 수업과 교과 내용 전달에 도움이 되며[1], 교수자가 

지지적인 태도를 보일 때 높은 성취 지향과 학업 수행

을 보이며[2], 행복 및 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기 때문이다[3].

대학생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접어들어 진로 및 

직업 선택, 확장된 교우 관계 및 대인관계, 가치관 정립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한다[4]. 이 시기에 전공과 진로

에 대한 선배이면서 선경험자인 지도교수에게 지도받

기를 희망하며[5], 지도교수의 면담 횟수가 많을수록 학교

생활 만족도가 높아진다[6]. 대학교수와의 상담은 학업 지

속 의지와 소속감 향상, 지적 및 개인적 성장에 영향을 미

친다[7]. 대학에서 지도교수의 상담이 학생들의 학업 및 진

로지도, 인성교육의 필요성으로 더욱 강조되고 있다[8,9]. 

전문대학은 지도교수 지도체계가 강화되어 학사지

도, 생활지도 등 교수의 학생 상담 및 지도 역할이 강조

되어 오고 있다. 전문대학 특성상 실무교육을 집중적으

로 지원하여 실험, 실습의 비중이 높고 현장 연계 수업

이 빈번하게 이루어져 지도교수의 학습 및 진로 상담이 

중요하다. 그러나 선행연구에 따르면, 다른 학교급 일반

교사의 상담 연구보다 대학교수의 상담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10]. 더욱이 유래없는 

학사 운영으로 심리방역 외에도 비대면 시기의 지도교

수 학생 상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인구학자들은 1995년에서 2000년대 중반에 태어난 

세대를 Z세대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래 대학 재학생들

이 Z세대로 모바일을 잘 이용하며, 재미와 오락을 즐기

는 데 SNS를 이용하고, 생동감 있고 친밀한 방식으로 

교감하기를 원하며, 다양한 동영상을 소비하며, 많은 양

의 시각 자극을 동시에 처리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11].

포토보이스는 사진(photography)을 매개로 개인이 

느끼는 현상과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살펴볼 수 있는 

연구방법이다[12]. 참여자들은 자신의 경험과 인식을 

사진으로 표현하고 사진에 대해 자신의 이야기를 정리

하고 생각을 정리한다. 사진 등 시각 이미지를 이용한 

면담을 통해 참여자들은 기억을 더 잘 회상하고, 경험

을 성찰할 수 있으며[13], 사진을 통해 보다 포괄적인 

인터뷰를 이끌어낼 수 있다[14]. 

포토보이스 방법은 시각 이미지를 통해 삶의 경험을 

풍부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문자 

및 음성언어 중심의 학생 지도와 달리 학생들이 자신들

의 고민과 생각을 다른 시각에서 정리할 수 있을 것이

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기간에 SNS를 활용

한 학생 지도는 Z세대에게 친숙한 소통방식으로 개인

별 지도에 적합할 것이다. 

대학생의 불안, 스트레스 등에 대해 포토보이스 조사

방법을 활용한 연구[15,16]는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급변한 사회에서 대학생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탐색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대학생 및 취준생들이 코로

나19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 취업 활동의 어려움, 개

강 연기에 따른 스트레스, 막연한 불안감 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문상

담가가 아닌 지도교수가 대학생을 비대면 수업 시기에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시도의 일환으

로 포토보이스 방법을 활용하여 학생의 일상과 고민을 

나누고 지도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코로나19와 같은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가 어려운 여건에서 지도교수의 

학생 지도 전략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비대면 수업 기간 중 학생 지도의 필

요성을 기반으로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포토보이스를 

활용한 SNS 지도를 설계하고 실행 결과 분석하여 엔데

믹(Endemic) 시대에 대비한 대학교수의 학생 상담 및 

지도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학생들은 포토보이스 기법을 활용한 SNS 상담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2. 비대면 수업 기간 중 포토보이스 기법을 활용한 

SNS 상담에서 드러난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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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2.1 연구참여자 선정 및 윤리적 고려

연구참여자들은 연구 절차와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

고 동의한 서울 소재 전문대학 유아교육과 3학년 10명

이다. 이들은 3년제 유아교육과 4학기 수료생으로 보육

실습을 이수하였고 2학기에 교육실습 예정인 5학기 등

록생이다. 연구참여자는 서울, 경인 지역 거주자로 모두 

20대 초반 여성이다. 

연구참여자는 지도교수와 라포가 충분히 형성된 학

생들로 대면 지도를 받은 2년간의 경험이 있다. 그러나 

전문대학의 졸업 학년으로 교육실습과 취업을 앞두고 

수업이 비대면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걱정

을 다른 학년에 비해 많이 토로하였다. 이에 지도교수

의 밀착 지도가 더욱 요구되는 집단으로 파악하고 이들

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2 연구 절차

연구자 1인은 E여자대학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실시한 

포토보이스 연구방법론 워크숍에 참여하였고, 연구자 2

명은 관련 선행연구물을 숙지한 후 연구설계를 하였다.

이 연구 자료는 총 6회기와 FGI를 통해 수집되었다. 

매회기 SNS상에서 지도교수는 개별 지도 학생에게 간

단한 인사말과 더불어 주요 상담내용에 따라 질문하고, 

이에 대해 지도 학생은 각자 소지한 카메라로 촬영하고 

촬영된 사진 중 선택한 사진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문서로 작성하여 보내오면 1:1로 답글을 달아 

소통하였다. 마지막 14주차에 참여자 중 5명을 대상으

로 FGI(Focused Group Interview)를 진행하여 한 학

기 동안 포토보이스를 적용한 SNS 상담에 대한 전반적 

평가와 제안 사항을 도출하였다.

1회기는 상담의 첫 주이므로 이전과 다른 상담기법

에 대해 소개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집안에서의 

일상생활에 대한 경험 나누기를 내용으로 다루었다. 2

회기 이후로는 확진자 증가로 온라인 수업 기간이 연장

되면서 생활 전반 및 온라인 학습 이외에도 현장실습, 

진로, 취업 등 주요 상담내용을 다양화하고, 이에 따라 

사진을 찍은 후 학생들의 생각을 정리할 때 참고할 주

요 질문도 제공하였다. 회기별 주요 상담주제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Topic of counseling by session

Session
week of 
semester

Topic of counseling

1 1
introducing photovoice,

adjustment in untact life and online course 

2 3 learning of online class 

3 5 online learning, simulated instruction

4 7 career and employment    

5 10 adjustment of online class

6 13
evaluation of SNS counseling,

requests of teaching and guidance in untact life

예를 들어 “출석수업(면대면 수업)과 비교한 온라인 

수업의 장점, 단점은 무엇인가요?”,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모의수업이나 실습 준비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은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온라인 수업의 학습 노하우

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와 같이 세부 질문을 주제에 

알맞게 제시하였다. 유아교육학 및 교육학 박사가 주요 

회기별 상담주제를 전체적으로 구성하고 구체적 질문

은 이전 회기의 주요 응답 내용을 토대로 조정하여 교

수가 제공하는 주제로 한정된 상담으로 국한되지 않도

록 하였다.

2.3 자료 분석

이 연구의 결과분석은 참여자들이 매회기 주제에 대

해 촬영하고 제출한 총 63개의 사진과 사진에 대한 설

명 및 참여자가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자료는 6회기 동안 A4 58쪽과 FGI 전사본 7쪽으로 총 

65쪽이 수집되었다. Braun과 Clarke의[18] 주제 분석

법 6단계에 따라 내용을 분석하였다. Guba와 

Lincoln[19]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연구의 엄밀성을 

확보하고자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3학년 학생 2명과 

유아교육학 박사 1인과 교육학 박사 1인에게 내용분석 

결과를 검토받았다.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범주별 대표 

사례를 조정하였다. 

3. 결과 및 논의 

3.1 포토보이스 기법을 활용한 SNS 상담

연구참여자들은 SNS에 익숙한 세대로, 평소 사진을 

찍고 자신의 소소한 일상을 SNS에 기록하고 소통하는 

것을 즐긴다. 참여자들은 포토보이스 기법을 활용한 상

담으로 일상적으로 소통하는 방식이어서 편안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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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과 일반적인 대면 상담 또는 전화상담과는 다른 접

근이어서 신선하고, 구체적인 질문으로 해당 주제에 대

해 고민해보게 되고 SNS로 편안하게 생각하면서도 깊

이 있게 내용을 작성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사진을 찍는 과정 자체에서 자신의 생각이 정리되고 제

목을 붙여 보면서 상담이지만 재미가 있었다고 제시하

였다. 

우와 이런 상담이..처음엔 글을 읽고 어렵다! 생

각했는데 막상 읽어보니 신선해요. 머리도 써보면

서 새로운 시스템의 상담 같아요. 저의 생각이 담

긴 사진과 글 함께 보내...(참여자 K, 1회기)

제 일상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많이 없었는데 

이렇게 질문을 받고 깊게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아

요.(참여자 C, FGI). 

사진을 찍으니 재미도 있고 정리가 더 잘되는 

것 같아요(참여자 D, 6회기). 

포토보이스를 활용한 SNS 상담에 대한 평가는 첫

째, 포토보이스 활용 SNS상에서의 상담에 대한 학생들

의 평가는 질문을 받으면 사진 촬영과 자신의 생각을 

글로 작성하면서 생각이 정리되었고, 둘째, 코로나19 

초기의 불평이 사라지면서 점차 이 생활 나름의 장점을 

찾고 적응하고 노력하려는 성찰로 긍정 마인드가 강화

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지속적인 생각 정리와 표현 기

회가 제공됨으로써 자신의 발전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

는 내적 동기유발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지도교수가 정서적 지원과 함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

책을 모색하는 동반자의 역할을 해주어 도움이 되었다

는 것이다. 

3.2 상담주제별 내용 분석

6회기 동안 진행된 상담의 주요 내용은 비대면 생활, 

학업, 취업 및 진로 주제별로 분석되었으며 주제별 하

위 범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Themes and Meanings

Theme Meaning

untact life

worry and fear

longing

unexpected satisfaction and adaptation

learning

comparison between online and offline class

becoming online learner
-strategy, time management etc.-

still wanting face to face class

field practice and 
employment 

worry about field practice and job preparation

fear of losing job opportunities

첫째, 비대면 생활에 대해서는 비대면 수업으로 당분

간 등교수업을 미루는 학사 운영이 진행되는 초반에는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대한 걱정과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기를 소

망하기도 하였다. ‘출석 수업이 한 주 한 주 미뤄지면서 

과연 언제까지 미루어질까?(참여자 G, 2회기)’, ‘제목: 

새 가방 메고 학교 가고 싶다(참여자 E, 3회기)’, ‘제목: 

되찾아야 하는 행복(참여자 H, 2회기)’ 등과 같이 나타

났다. 참여자 G는 ‘나 홀로 수업’이라는 제목의 사진(그

림 1)과 글에서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일상생활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내었다. 

Fig. 1. Learning Alone

원래 같으면 친구들과 한창 벚꽃 핀 학교 거리

를 걸으며 과제 걱정도 하고 사진도 찍고 놀러도 

다녔을 텐데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강의를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2년 동안 당연한 듯 다녔던 일상

이 그립습니다. 학교에서 교수님, 친구들과 함께 

원활한 소통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수업을 듣고 있

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참여자 G, 3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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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비대면 상황이 계속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가 2개월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는 걱정과 그리움에서 

점차 벗어나 극복하려는 모습이 보였다. ‘대면 강의를 

연기하는 것에 대해 누군가를 탓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 압니다(참여자 A, 3회기)’라며 현실을 직시하고, 일

상에서 갖게 된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집안

에서 취미 찾기, 가족과 시간 보내기, 요리하기, 문화 

감상하기 등의 적극적인 실천 사례를 글로 표현하였다. 

참여자 F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 시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아래의 그림 2와 글로 나타내었다. 

Fig. 2. Hey, That's okay 

코로나로 인해 계속 생겨나는 확진자, 미뤄지는 

등교, 재택근무 등으로 인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

니다. 코로나와 관련해 잠도 못 자고, 일하시는 분

들을 보면 짠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손 소독이나 청결

에 힘쓰고,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다! 극복할 수 있

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참

여자 F, 3회기).

둘째, 학업 측면에 대해서는 동영상 온라인 학습을 

처음 접하면서 교수 및 동기들과의 상호작용이 없고, 

집중하기 어려우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질문

을 제때 못 한다는 등 온라인 학습의 단점을 보다 많이 

기술하고, 대면 수업으로의 복귀만을 희망하였다. 참여

자 H는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아쉬움을 그림 3과 아래

의 글로 표현하였다.

Fig. 3. Worry Doll Friends

온라인 학습을 하면서 제일 크게 느끼는 것은 

외로움인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카톡도 하고는 있

지만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저 인형들

처럼 서로 걱정도 나누고, 그렇지 않더라도 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친구들과 웃으며 얼굴 보

며 수업 듣고 싶어요(참여자 H, 2회기).

점차 회기를 거듭할수록 코로나19 사태가 금세 종식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인지하고 온라인 학습이 익숙해

지면서, 온라인 학습에 대한 불만 토로보다는 자신의 

취약점을 개선하고 온라인 학습의 장점을 더욱 찾고자 

하였다. 특히 강의를 듣고 나서 한 번 더 책을 펴고 오

늘 강의 부분을 읽기(참여자 A, 5회기), 해야 할 강의들

과 과제들을 체크리스트로 적어두고 그 일이 끝나면 하

나씩 지워가기(참여자 H, 5회기, 그림 4 참조), 강의 동

영상 보다가 잠시 멈춰서 중요 부분을 워드로 동시에 

작성하기(참여자 J, 5회기), 집안에서 가장 집중이 잘 

되는 장소 찾기(참여자 E, 3회기) 등 자신만의 학습전략

을 고안해내는 노력을 보였다. 또한 초반엔 글에서 ‘불

안감’ ‘걱정’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인 단어가 나타났

다면, 점차 ‘적응’ ‘노력’ ‘뿌듯함과 성공감’ 등의 긍정적

인 단어가 표현되었다.

.

Fig 4. Check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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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취업과 진로에 대해서는 모의수업과 실습에 대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그

림 5 및 설명 글 참조), 실습 기관의 실습 거부, 취업 

현장에서 직면하게 될 상황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었

다.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기 힘들다는 보도에 2학기에 

교육실습은 할 수 있을까? 실습 기관에서 나를 받아줄

까? 실습이 미뤄져서 자격증 취득과 졸업에 문제가 생

기지 않을까?’(참여자 D, 3회기)라며 우려를 나타내었

다. 특히 대면으로 모의수업을 직접 할 수 없다는 점을 

교육실습 준비 미흡으로 지적하였다(그림 6 및 글 참

조). 

Fig. 5. A Dusty Keyboard

유아교육과는 이론만큼 실습이 중요하게 여기

는 학과인데, 2학기 실습을 앞두고 대면 모의수업

을 안 하다 보면 감을 잃기 쉽기 때문에 걱정이 됩

니다. 집에 있는 먼지 쌓인 키보드처럼 제게도 먼

지가 쌓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참여자 B, 3

회기).

Fig. 6. Half Apple

교수님들이 최대한의 퀄리티로 수업을 준비하

시고 실제로 그렇게 해주시지만 출석 수업 때는 

모의수업도 많이 해봐서 얻는 것도 많았는데 이 

장점이 없으니 온라인 학습이 마치 반쪽짜리 사과

와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모의수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실습 앞두

고 걱정이 앞섭니다(참여자 A, 3회기).

참여자들은 졸업 학년으로 취업 관련하여 고민은 

많으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반응이 대부

분이었다(그림 7 및 설명 글 참조). 오히려 상담에서 취

업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어 이 기회에 취업에 대해 조

금 더 깊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반응도 보였다. ‘코로나

19 때문에 실습도 안 받아주던데 과연 취업은 할 수 있

을까(참여자 G, 4회기), 신규 채용 공고가 날까?(참여자 

I, 4회기) ’와 같이 취업 기회 상실에 대한 두려움도 나

타냈으며, 취업 준비에 대해 걱정이 많은데, ‘특히 면접

이 가장 두렵다.’ 라는 걱정도 표현하였다. 취업 걱정은 

참여자 D의 그림 8과 설명 글에서도 잘 드러난다.

Fig. 7. Manual

지금은 이런 사용설명서가 백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약이 필요한지 어떤 상태인지는 알지만 

수많은 약 중에서 어떤 약을 복용하면 좋을지 모

르겠습니다. 출석 수업이 이루어졌다면 취업에 관

한 정보들을 접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없어서 막

연한 걱정이 듭니다(참여자 B, 4회기).

Fig. 8. It'll fly away soon so don't throw it out

집에 새가 앉아있길래 내쫓으려고 일어났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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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 아직 진로에 대해 확

신이 서지 않은 제 모습 같아서 찍어봤습니다(참여

자 D, 4회기).

이러한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 졸업생 교사 인터뷰, 

선배와의 취업 간담회 등 비교과 특강을 학과에서 제공

해주길 요청(참여자 A, F, 4회기)하는 내용도 언급되었다.

4. 논의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비대면 수업 기간에 포토보이스 방법

을 활용한 SNS 상담은 일상생활, 학업, 취업 및 진로에 

관한 사항으로 진행된 상담내용을 분석하고 상담 운영 

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를 진행하였다. 주요 결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러한 상담 운영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자극하고,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새로운 상담 접근으로 재미 

요소로 인식되었다. SNS를 활용하는 1:1 소통을 통한 

상담은 콜포비아(call phobia)를 호소하는 학생들에게 

친숙한 소통방식이라는 점에서[20] 전화상담보다 유용

한 방법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학생 입장에서 과제처

럼 느껴지지 않으면서 부담되지 않도록 과제 제출 집중 

기간, 시험 준비 기간을 피해 운영하면 효과적일 것이

다. 아울러, 이 연구참여자들은 개인 상황이 SNS에서 

글과 사진으로 동료 학습자에게 공개되는 것에 대한 거

부감을 호소하여 포토보이스의 SHOWed처럼 집단 워

크숍을 운영하기 어려워 개별상담에 한정하여 적용하

였다. 지도 학생의 요구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

가 있다. 

둘째, 상담내용 분석 결과 비대면 생활과 비대면 학

습에 어떤 두려움과 어려움을 경험했고 나아가 어떻게 

적응해나갔는지 알 수 있었다. 상담을 통해 생활과 학

습 측면에서의 불안은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업을 앞둔 학생으로서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졸

업 후 취업에 대한 불안감은 1학기 상담이 종료되는 시

점까지도 감소되지 않았다. 포토보이스를 활용한 연구

에서 청년 세대의 불안의 근원이 사회적 모순, 기성세

대에 대한 불만 등 사회적 영향을 깊이 받는 것으로 나

타났다[16]. 코로나19라는 예측하기 어려운 사회적 상

황에서 졸업예정자가 느끼는 불안은 더욱 가중되었을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향후 취업 및 진로지도는 학

습자 스스로 시대 상황을 분석하여 요구되는 역량을 함

양할 수 있는 학습 민첩성(learning agility)[21] 코칭

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대학에서 처음 경험하는 비대면 상담의 

한 사례로 대면 교육 경험이 있는 전문대학교 3학년 지

도학생을 대상으로 포토보이스를 활용한 SNS 상에서 

상담을 시도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상담 운영

에 대해 지도학생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상담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일상과 학습 측면의 불

안은 감소하였으나, 취업 불안은 특수한 사회변화와 맞

물려 증폭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 연구는 실행연구(action research)로 진행된 만

큼 대학교수의 상담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세밀한 전략 개발을 위해 출석 수업 경험이 없어 

지도교수와 대면 경험이 없는 신입생, 남녀공학, 여타 

전공 등 대상별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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