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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전문가 관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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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eographical Study on the Limitations of Campus Student Counselling Centers
as Alternative Therapeutic Spaces for Promoting Mental Health :
From a Perspective of Counsellors
Sookyung Park*
요약 : 본 연구는 지리학적 관점에서 대학 내 학생상담센터가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대안적 치유공간으로서 어떠한
현실적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지 상담전문가 대상 심층인터뷰를 통해 알아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의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내 학생상담센터는 초, 중, 고등학교의 국가권력의 공적인 개입과 달리 자율적 성격을
띠고 있지만, 교육부의 평가, 학교 운영자들의 관심 여부, 학생상담센터의 관련자의 태도 등 권력이 재영토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학생상담센터의 본연의 기능으로 돌아감은 기관의 독립성 확보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학생상담센터와 관련된 모든 선택과 책임이 보호자와의 연대(면적인 접근)에서 전적으로 개인의 권리(점적인 접근)
로 급작스럽게 전환됨으로 인해 통제와 관리에 있어 필연적인 틈새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적절한 보완책(특히,
내담자의 존엄성 확보)이 요구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내담자에게 부여된 전적인 권리는 보호자 혹은 전문상담
기관, 정신병원과 같은 공식의료기관 등 외부기관과의 느슨한 연계를 초래한다. 이에 효율적인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내담자인 학생의 생활권(지역기반서비스)을 폭넓게 아우르는 공식의료와 비공식의료 사이의 긴밀한 연결 관
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주요어 : 대학, 학생상담센터, 권력의 재영토화, 면/점적인 접근, 느슨한 연계

Abstract : This research aims to look at what practical limitations campus student counselling centers as
alternative therapeutic spaces for promoting mental health have from a geographical perspective. First,
even though campus student counselling centers assume the characteristic of autonomy unlike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under the control of public power, it is considerably influenced by
the reterritorialization of power such as the evaluation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interest of
university board members and the attitude of campus student counselling centers’ participants, etc. In this
sense, the reversion to an original function of campus student counselling centers depends on the
guarantee of independence. Second, it turns out that there are inevitable cracks in terms of control and
management with regard to the change of choice and responsibility from the solidarity with protectors
(as a side approach) to full individual (each student) right (as a point approach); accordingly, proper
complements (particularly, securing of clients’ dignity) are required. Third, the full individual right of
clients brought about loose liaisons with external organizations such as protectors or formal carers, for
example, special counselling centers and insane asylums. Hence, making close relationships between
formal carers and informal ones, which can extensively cover the life zone (community-based services)
of clients for promoting effective mental health care, is demanded.
Key Words : university, student counselling centers, reterritorialization of power, side/point approaches,
loose liai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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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경

1. 서론

가 된다.
이와 같은 의학 및 정신건강 패러다임의 전환 속에서 우
리나라에서도 예외 없이 대안적인 방식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그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초,

오늘날 지리학에서 소위 건강지리학이라 불리는 영역의

중, 고등학교의 정신건강증진은 Wee 프로젝트, 서울시 마

관심은 탈기관화 혹은 자기주도적 지역의료간호의 강조,

음건강학교 등과 같은 사업으로 구체화되고 있으며(조근

전문의료진이 아닌 비공식적인 혹은 제3자, 더 나아가 봉

호, 2016), 직장에서도 정신건강까지 포함한 건강관리의

사자 영역에 의한 돌봄으로의 전환, 스피노자의 심신일원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격년으로 실시하는 건강검

론(心身一元論)에서부터 시작된 대체의학(complementary

진의 항목 중 하나로 우울증을 포함해 정신건강의 중요성

and alternative medicine: CAM)적 아이디어의 등장 등으

을 부각하고 있는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

로 정리할 수 있으며(Parr, 2003; Milligan and Power,

는 정부의 주관으로 관련 부처가 합의해 5년 주기로 국가

2010),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정신의학에서도 예외는 아니
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의 후유증으로 대거 발생

자원에서 정신건강을 책임지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

한 정신질환의 취약자에게 행해진 무차별적인 약물 처방,

하였다(국가정책조정회의, 2016).
그러나 다양한 차원의 시책의 그 실효성에서 큰 모순점

비효율적이며, 비윤리적인 시설 및 기관 안에서의 통제 등

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대개의 정신이상의 징

으로 촉발된 반정신의학은 그 변화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후들이 10대에 간간히 드러나기는 하지만 20대 초반에 이

했고, R. D. Laing의 정신질환의 대안적 치유공간인 난리

르러서야 중점 혹은 본격적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법석공간은 오늘날까지도 영국, 미국 등의 서구를 중심으

(Watkins et al., 2011; 인터뷰 결과, 2019) 이 계층에 대한

로 이러한 명맥을 이어온 대표적인 흔적으로 남아 있다

체계적인 지원책은 아직 미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말할

(Parr and Davidson, 2010).

것도 없이 각 대학의 학생상담센터 혹은 이와 유사한 이름

물론, 미처 공식의료 혹은 시설에서 통제하지 못한 정신이

으로 운영되고 있는 조직을 통해 공식 부분에서 미처 통제

상자들의 위협적인 행동으로 인해 최근 도시의 공간이 점차

하지 못한 이들을 관리와 감시의 영역으로 끌어올 수 있는

‘절망의 경관(landscapes of despair)1)’으로 변해가고 있는 현

능력은 이미 내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

실(Dear and Wolch, 1987; DeVerteuil and Evans, 2009)과 ‘정

은 2016년 현재 69.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신병의 게토(psychiatric ghettos)’ 혹은 ‘벽 없는 정신병원

국 34개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OECD,

(asylums without walls)’을 표방한 대안적 형태로의 전환은

2016) 정신질환의 (집중적인) 발병 시기에 노출되는 이들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한 것처럼 느껴진다(Parr, 2000). 그렇

에 대한 체계적인 통제의 효율성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

지만 이러한 접근은 정신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한 명의

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생상담센터의 실질적인 힘은 생

(활동적인) 시민(Parr, 2000)으로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각보다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학교

권리를 되돌려 받는다는 의미를 지닌다. 또한 이는 더 유연

의 부속기관 정도로 취급되기 일쑤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한 접근법으로 그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과 일

더불어 정신건강의학 포함한 의학의 큰 패러다임 전환 속

맥상통하며, 더 나아가 그들이 한 사회의 비주류가 아닌 주

에서 대안적 치유의 공간으로서의 위상도 아직까지는 모

류로 자리를 잡도록 유도해 님비(NIMBY) 같은 사고적 낙인,
다양한 사회서비스에서의 철저한 배제와 차별로 인해 유발

호할 뿐만 아니라, 의학적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수

되는 고립, 가난, 돌봄의 부재 등의 어려움에서 해방시켜주

준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신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

는 일이 되기도 한다(Parr and Davidson, 2010). 무엇보다 대

는 대학 내 학생상담센터의 대안적 치유공간으로 어떠한

안적 방식은 수용시설의 비용 문제와 개인에게 부담시킬 수

현실적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지 지리학적 관점에서 알아

밖에 없는 치료비 절감에 있어 (현재로서 최선의) 방안이라

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서울 및 수도권 소재 대학 5곳

는 평이 지배적인 것으로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들의

의 상담전문가의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수행한 연

환경적 원인을 명확히 해 “장소적 특징을 고려한 정신건강증

구의 결과는 1) 권력의 재영토화, 2) 면에서 점으로의 전적

진 방식은 효율성 높은 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근거

인 이양, 3) 느슨한 연대로 정리하였다. 이는 캠퍼스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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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에 있어 Mowbray et al. (2006)이 제안한 ‘잘 수용

회에서 일어나는 정신적 문제를 얼마나 돌볼 수 있는가 하

해 주는 서비스 원칙(well-accepted service principles)’에

는 명제에서 출발하는데, 이러한 방식은 정신병적 증세를

서 도출한 독립성, 내담자 지향성, 연속성내지 통합성을 기

가지고 있는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을 치료의 대상이

초로 도출한 내용이다.

아닌, 정화의 그것으로 간주하는 일이며, 더 나아가 그들의

우리나라의 지리학 혹은 유사 학문에서 정신건강에 대

삶의 터전으로 회귀(Parr, 1997)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

해 다룬 결과를 찾아보는 일은 쉬운 것이 아니며, 특히 정신

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탈기관화 혹은 커뮤니티 안에

건강에 관한 대안적 공간에 대한 고찰은 더욱 그 수가 많지

서의 접근을 표방한 방식은 제 3섹터 혹은 민영화와 같은

않다(박수경, 2019). 이러한 점에서 대학 내 학생상담센터

권리의 이전을 통한 돌봄의 합리적인 운영을 현실화하는

를 대학 내의 하나의 기관이 아니라, 학생들의 삶의 기초인

결과이기도 하다(Cloke et al., 2007; Skinner and Power,

캠퍼스, 더 나아가 지역사회 혹은 폭넓은 삶의 장(場)을 아

2011). 왜냐하면 Scull(2015)이 언급한 바와 같이 공공부문

우르는 공간에서 정신건강증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의 무능력을 제 3섹터로 전가시킨다는 것은 빈곤, 폭력, 차

새롭게 그 개념을 정립하는 일은 가일층 요구되는 일이라

별 및 사회적 배제에 처한 이들에 대한 한층 더 쉬운 접근성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학생상담센

과 통제권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의미를 지니기 때

터의 현실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방향성 설정을 위한 실증

문이다.

적인 자료, 다시 말해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만

궁극적으로 탈기관화 혹은 지역의료에서의 돌봄은 정신

들어 내는 불필요한 틈새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들의 삶의 터전인 바로 그곳에
서 관련된 사안을 빠르고, 긴급하게 해결할 수 있을 방안이

답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될 뿐만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도 효율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다(McGeachan, 2016). 그리고 이러한 접근은 불충분
한 의료적 처치(Yanni, 2007)와 같은 비공식 의료의 한계

2. 지리학에서의 정신건강에 관한 접근과
대학에서 정신건강관리에 관한 이해

를 극복(Gleeson and Kearns, 2001)하는 것이며, 정신적 문
제를 가진 이들의 기본권 박탈과 사회적 참여의 제약과 같
은 인간의 권리에 대한 두서없는 침해(Goffman, 1961)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다(Gleeson, 1999).

병적인 불안증세로 인해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

다음으로 비공식적 의료적 측면에서 정신건강의학을 고

들이 차별화 혹은 주변화와 같은 부당한 처우로 인해 긴 시

찰하면, 이는 “관계적 환경에 기반으로 하여 얼마나 ‘안전

간 농촌지역 혹은 외진 곳에서 감금생활을 했었던 사실은

한 환경(safety place)’(Parr, 1997)을 조성할 수 있는가”하

불과 얼마 되지 않았던 일이다(Parr and Davidson, 2010).

는 질문과 깊은 관련성을 지닌다. 여기에서 말하는 안전한

그렇지만 정신질환자의 비인격적인 처사에 대한 비판, 다

환경은 상황과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통

양한 정신질환의 증가, 낙인에 대한 저항, 서구에서의 반정

상 문화적 특징의 표현, 사회적 행동 양식, 특정한 지역에

신의학운동의 확산, 무엇보다 다수의 정신질환자를 치료

서 오랜 시간 누적된 개인의 가치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것

의 범주로 이끌어줄 항우울제와 같은 의약품의 가격 인하

을 지칭한다. 또한 얼마나 슬픔, 상실, 박탈 등 부정적인 경

등(Moon et al., 2015)은 대안적 접근법을 촉진시켰으며

험을 경감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가 하는 질문과 연

(Parr, 1997), 정신건강 완화에 있어 필수요소인 사회적 관

관성을 지닌다.

계의 증진을 통한 민주적 분위기 실현, 관대함에 대한 허

이와 더불어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은 물리적 환경만을

용, 진지한 마주함의 구현, 공동체 의식 고취 등을 실현화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교류, 다시 말해 치유의 경

했다(Morrice, 1979; Gesler, 2003). 대안적 방식은 탈기관

관에서 말하는 관계적 환경(Conradson, 2003) 혹은 사회

화 혹은 커뮤니티 중심의 접근, 비공식적 의료의 강조, 대

(관계)적 기후(Gesler, 2003)가 얼마나 긍정적으로 조성되

체의학적 관심의 증대라는 세 축으로 구성되며, 이를 체계

어 있느냐 하는 문제와 연결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관계

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는 잘 산다는 느낌으로 점점 확대되게 되며(Andrews et al.,

우선 탈기관화 또는 커뮤니티 안에서의 접근은 지역사

2010), 종국에 이러한 방식은 정신건강과 관련된 서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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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의의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들의 ‘장소적 속성’을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대학생이라 불리는 이들은 통상 밀레니엄 세대를

다시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일이기도 하다(Parr, 2008).
마지막으로 대안적인 형태, 다시 말해 광범위하고, 사회

의미하는 것으로 198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태어난 이들을

적이며, 스스로를 자유롭게 표현하거나, 재발견하는 일이

말한다. 이 집단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

라는 측면에서 정서적 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일반화

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극단적인 태도, 과잉보호 수준의 부

되는 경향을 들 수 있다. 현재 대안적이면서도, 대체적인

모의 지대한 영향, 팀을 지양하는 성격, 과도한 성취욕, 규

형태는 오늘날 치유의 공간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과정이

칙준수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Broido, 2004; Howe and

되며, 사실 그 중요성으로 인해 탈기관화 이전에서도 정원

Strauss, 2003). 또한 이들은 이전의 세대와 달리 다양성, 예

가꾸기, 걷기, 농사 등의 방법으로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방

를 들어 Watkins et al. (2011)의 연구에서 밝힌 것처럼 이전

법으로 활용되었던 것이기도 하다(Parr, 2008; Parr and

의 세대에 비해 인종(이민자 포함), 성정체성, 복잡한 지방

Davidson, 2010). 주로 이는 인간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색(지역적 특성) 등 정신적 문제를 일으키는 동인으로 작용

하고 있으며, 심리적인 장애 혹은 방해 요인이 덜한 환경에

하는 요인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Lucas and Berkel, 2005).

서 일어나는 치유의 과정(Andrews et al., 2010)으로서

더불어 기성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Gesler(1996)가 말한 “특정 장소의 강한 장소감과 심리적

해결할지에 대한 방어기제는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황이기

고착은 의학적 효과와 연결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때문에 이 집단의 정신적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한 것이라 할

기도 하다.

수 있다.

무엇보다 Andrews(2004)가 언급한 바와 같이 대체의학

여기에 더해 오늘날 심각한 특징으로 첫째, 감정적 문제,

을 통한 방식은 긍정적 경험으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치유

더 나아가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의 정신문제를 가지고 있는

의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왜냐하면 대체의학은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과 대개의 정신적 문제가 20

개개인에 맞춰진 방식을 기초로 하여 심리적 만족감이 훨

대 초반에 발병하기는 하지만, 적응이 되기도 전에 변해버

씬 더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들은 정신적 문제

리는 속도의 문제와 같이 과거의 그것에 비해 스트레스 환

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 자기 스

경에 노출되는 수준이 더 심각하다는 점, 둘째, 교육의 수

스로를 통제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다는 자기주도성을 회

요자인 학생과 그 가족이 학생들의 삶의 중요한 터전인 대

복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 긍정적이라 할 수 있

학을 정신건강과 관련된 것 이외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다. 결국 대안적 혹은 대체된 방식은 정서적이며, 강압적

하는 기관으로 바라본다는 점, 셋째, 대학 스스로 정신건강

이지 않고, 위협적이지 않는 것으로, 다시 말해 전통적인

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예산의 한계 문제를 가지

정신건강과 관련된 의학적 접근을 따르는 것이 아닌, 치유

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Watkins et al., 2011).
그렇다면 학생상담센터의 지리학적 아이디어에 근거한

의 환경내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에 일차적 목표를 두고
있지만, 다양한 치유적 만남은 정서적 회복에 있어 한층 더

나아가야 할 방향성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이는 대

높은 효율성을 내포한다.

학 내 정신건강에 관해 연구의 누적이 많은 미국의 사례를

종합해 보면, 오늘날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지리학적 변

다루고 있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Mowbray et al.

화는 커뮤니티 중심의 접근, 비공식적 의료의 강조, 대체의

(2006)의 잘 수용하는 원칙에서 찾을 수 있다. 그 내용을 정

학적 관점의 중요성 증대 등이라는 큰 틀의 변화가 초래한

리하면 표 1과 같다(표 1 참조). 잘 수용하는 원칙에서는 제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정신건강을 다루는

일 먼저 ‘포괄적이고 정확한 진단, 사회심리적 혹은 기능적

대안적 형태의 지리적 범주는 나날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조기의 발견과 개입’을 들고 있는데,

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

이는 1) 홍보를 통한 학생들의 유입, 2) 문제를 가진 자를 폭

핵심적으로 다룰 학생상담센터도 기존에 각 대학별로 운

넓게 확인할 수 있는 채널 확보(구성원 사이의 커뮤니케이

영하고 있는 대학 내 부속기관으로서 명맥을 유지하던 의

션 기반), 3) 대학 중심의 커뮤니티 안에서의 통제력 구축,

미에 더해, 예를 들어 정신적 문제에 노출된 집단이 늘어나

4) 학생상담센터, 응급실, 장애우지원센터, 총장학생지원

고 있는 현실, 정신건강을 다루는 비용의 증대, 정신문제를

실 등 대학 내의 다양한 기관을 통한 통제 및 관리의 출입구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의 확대 등을 고려해 그 존재의 이유를

마련, 5) 물리적 접근성의 향상과 학생상담센터의 환경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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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Mowbray et al. (2006)의 ‘잘 수용하는 서비스 원칙(well-accepted services principle)’의 주요 항목
세부항목

구체적 방안

지향점

∙ 홍보를 통한 학생들의 유입
포괄적이고 정확한 진단,
사회심리적 혹은 기능적
평가를 기반으로 조기의
발견과 개입

∙ 정신적 문제를 가진 자를 폭넓게 확인할 수 있는 채널 확보(구성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 대학 내에서만이 아니라,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커뮤니티 안에서의 통제
∙ 학생상담센터, 응급실, 장애우지원센터, 총장학생지원실 등 다양한 통제 및
관리의 출입구 마련
∙ 물리적 접근성의 향상과 학생상담센터의 환경 개선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개인에 맞춘
특별 수요에 대한 응대

완벽히 처리하는 방안(폭넓은 전문가 집단의 확충)

수 있는 환경 조성

내담자지향성

∙ 위험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긴급한 대처방안 구축
연속성 내지

∙ 타기관과의 (진료의뢰와 같은) 연계
지속적인 돌봄을 확보할

독립성

∙ 학생상담센터에서 진단, 사회심리적 혹은 기능적 평가 등을 일원화하고,

∙ 정신적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지속적인 추적

통합성

∙ 재정적 지원
∙ (대내외전문가 집단 중심의) 장기적 접근법 마련
∙ 계획, 실행, 평가, 운영에 있어 제 3자가 관련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요구

조금 더 응답에 적극적인
분위기의 조성과 이에
대한 계획, 실행, 평가,
운영 등에 대한 내재화

를 가능한 반영해 구체화할 수 있는 작업의 필요
∙ 자립형 혹은 상호지원서비스 등처럼 전문가가 아닌 또래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의 마련
∙ 정신적 문제로 인해 학교를 잠시 떠난 후 다시 돌아왔을 때 이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제도 마련

출처: Mowbray et al. (2006)의 내용을 연구자 재구성(2019).

선을 포함한다. 한편, 두 번째 항목은 ‘높은 수준의 서비스

료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1) 독립성, 2) 내담자 지

를 제공하며, 개개인에 맞춘 특별 수요에 대한 응대’로 요

향성, 3) 연속성 내지 통합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으며, 비

약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1) 학생상담센터에서 진단, 사회

로소 이러한 요소들을 갖출 때에야 그 기능-센터 내부의 기

심리적 혹은 기능적 평가 등을 일원화하고, 완벽히 처리하

능 및 외적인 연계적 측면에서 봤을 때-을 실현할 수 있다고

는 방안의 마련, 2) 위험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긴급한 대

보인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대학 내 학생상담센터는 (심각한)

처방안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원칙은 ‘지속적인 돌봄을 확보할 수 있

정신적 문제를 가진 학생들에게 있어 ‘안전망(a safety net)’

는 환경 충분히 조성 여부’ 및 ‘조금 더 응답에 적극적인 분위

으로서 성격으로 해석될 뿐만 아니라, 정신적 문제에 대한

기의 조성과 이에 대한 계획, 실행, 평가, 운영 등에 대한 내

조기 개입 및 외부전문기관과의 연계가 가능한 곳을 의미

재화에 대한 제안’으로 정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전자는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여기에서 말하는 연계란 정

1) 진료의뢰와 같은 타기관과의 연계, 2) 정신적 문제에 대

신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외부로 보내는 의미뿐

한 지역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지속적인 추적, 3) 재정적 지

만 아니라, 이미 정신적 문제가 파악이 된 학생들을 그들의

원, 4) 대내외전문가 집단 중심의 장기적 접근법 마련 등의

일차적 생활권 내에서 관리 및 통제한다는 조금 더 전문적

제안하고 있으며, 후자는 1) 계획, 실행, 평가, 운영에 있어

인 내용과 관련성을 갖는다(Stone and McMichael, 1996;

학생의 요구를 가능한 반영해 구체화할 수 있는 작업의 필

Mowbray et al., 2006).

요, 2) 또래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의 마련, 3)

복지 혹은 사회적 정의시스템 속에서 다양한 차이를 보

정신적 문제로 인해 학교를 잠시 떠난 후 다시 돌아왔을 때

이는 이들을 하나로 묶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이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제도 마련 등의 내

할 수 있는데, 캠퍼스 내 학생상담센터는 다양성을 확보하

용을 담고 있다. 이를 요약하자면 대학의 상담을 대안적 의

면서도 대학이라는 대형 커뮤니티 안에서 선택지를 넓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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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무게를 두며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새

전국대학교학생상담센터협의회와 같은 공적인 조직 및

롭게 발견할 수 있다. 결국 잘 수용하는 원칙이라는 것은 서

사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의 사정과 정보를 긴밀하게

비스의 수여자뿐만 아니라, 공여자의 다양성까지 확보하

파악하고,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는 점, 4) 5개 대학의 학생

는 것을 의미하며, 정신건강에 관한 관리 및 통제에 그치는

상담센터의 위치 및 기능에 있어 어느 정도 정평이 나 있다

것이 아니라, 한층 더 전문적이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행위

는 점, 5) 학생상담센터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아 내부자의

가 정신건강의 처음과 끝, 더 나아가 대학으로의 회귀까지

동의 없이는 쉽지 않은 점 등에서 캠퍼스 내 학생상담센터

포함을 하는 것이며, 바로 여기에 대학 내 학생상담센터의

의 특성과 한계성을 지리학적을 설명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학생상담센터의 운영 및 기능의 효용성

대안적 의미로서의 치유의 공간적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

을 파악을 위해 학내에서 위기상황을 경험했거나, 학생상
담센터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또는 있었던) 2명의 책임
자(교수)에 대한 심층인터뷰도 동시에 실시하였다. 수석

3. 연구대상 및 방법

상담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표 2와 같다(표 2 참조).
반조화된 면접을 통해 얻은 결과는 현재 우리나라의 학
생상담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있어 한계점을 설명하기에

본 연구를 위한 데이터는 2019년 7월부터 8월까지 수도

충분하며, 현실에 근거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다. 인터뷰

권 소재 5개 대학(서울특별시 4곳, 경기도 1곳) 학생상담센

를 실시하기 전, 각 연구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효율적 분석

터의 수석상담원 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질적인 접근인 심

을 위한 녹취에 대해 설명하였고, 이에 대한 동의를 얻었

층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

다. 또한 이들의 정보는 철저히 비밀에 부침과 보안사항은

에서는 부속기관 성격으로 학생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

녹취록에서 제외시킨다는 사실에 대해 전달했다. 개별 심

으나 학내외적으로 그 입지 및 활용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층인터뷰는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이 중 학생상담센터의 활동이 두드러지는 최초 조사대상

면대면 접촉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었던 서울 A대학의 수석상담원과 심층인터뷰 실시 후

심층인터뷰 명제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했으며, 이는

전문가의 의견과 소개를 토대로 눈덩이표집을 통해 4곳의

1) 학생상담센터의 성격 규정(전반적인 이해), 2) 학내외

학생상담센터의 수석상담원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시

운영 측면에서의 영향(독립성), 3) 학생상담센터의 내부적

행할 수 있었다.

특징(내담자 지향성), 4) 외부기관과의 연계 정도(연속성

비록 5명이라는 적은 수의 수석상담원과 심층인터뷰를

내지 통합성) 등이다. 이에 대한 주요한 질문 내용은 표 3과

실시하였지만, 인터뷰 대상자들이 1) 최소 7년에서부터 최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며, 앞서 설명한 Mowbray et al. (2006)

장 13년 이상의 다년간 한 분야(대학생 대상 상담)에 종사

의 잘 수용하는 서비스 원칙을 기반으로 여기에 치유 혹은

하고 있으며, 최소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전문가라는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지리학적 접근의 결과(Bell et al.,

점, 2) 현재 소속되어 있는 학생상담센터 이외에 여타 대학

2018; Gesler, 1996; Love et al., 2001; Parr, 1997, 2003; Parr

의 학생상담센터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다는 점, 3)

and Philo, 2003; Williams, 2001)를 더한 것이다(표 3 참

표 2. 심층인터뷰 대상자 특징
대학명

연령대

성별

종사기간

대학규모

대학성격

A대학

50대

여

7년

중

사립

B대학

30대

여

8년

중

국립

C대학

30대

남

8년

대

사립

D대학

40대

여

10년

대

사립

E대학

50대

여

13년

중

사립

참조: 이외에 심층인터뷰를 실시한 학생상담센터의 책임자(교수) 2명은 A대학 소속이다.
출처: 연구자 작성(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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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심층인터뷰 명제
명제
학생상담센터의 성격 규정
: 전반적인 이해
학내외 운영 측면에서의 영향
: 독립성
학생상담센터의 내부적 특징
: 내담자 지향성

주요세부질문
∙ 학생상담센터의 주요한 기능은 무엇인가?
∙ 대형조직을 대신해 내담자 생활기반 접근의 효용성(장점) 혹은 단점은 무엇인가?
∙ 학교상담센터를 둘러싼 국가 혹은 학교 정책의 중요한 방향과 이의 전환이 된 계기는 무엇인가?
∙ 학교상담센터를 주심으로 국가 혹은 학교 정책의 이상향 실현과 현실 사이에서의 어려움 혹은 갈등
은 무엇인가?
∙ 내담자인 학생들의 반응은 어떠한가(추가적으로, 초중고교에서 혹은 외부의 상담기관과의 차이점)?
∙ 내담자에 대한 주요한 치유 방식은 무엇인가?
∙ 내담자와 상담원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되는가?
∙ 학교를 벗어나 일상적 삶으로 돌아갔을 때의 학생상담센터에서 치유를 받은 효용성은 어떻게 변화

외부기관과의 연계 정도
: 연속성내지 통합성

하는가?
∙ 내담자의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를 외부와 어떤 형태로 구축하고 있는가?
∙ 졸업 후 혹은 학교를 떠난 후 어떤 형태로 정신건강관리가 이어지도록 조력하고 있는가?

출처: 연구자 작성(2019).

조). 더불어 이 내용은 신자유주의로 인해 오늘날 의료기

학생상담센터의 첫 번째 한계점은 ‘권력의 재영토화

관이 놓인 건강지리학적인 주요한 변화와 현실, 다시 말해,

(reterritorialization of power)’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이는 재

탈기관화 혹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돌봄으로의 이전, 봉

영토화 개념을 제안한 Deleuze와 Guattari(1972)의 의도2)

사자 영역 혹은 비공식의료의 부각, 보완적 혹은 대안적 의

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기보다는 학생상담센터의 권한과

료에 대한 강조 등과 연결된 것이기도 하다(박수경, 2019).

운영에 있어 제 3의 권력이 지배적이라는 것을 담는 일종의

심층인터뷰는 ‘전형적인 내용 분석(classical content

은유적 표현이라 하겠다. 초, 중, 고등학교에서 국가정책의

analysis)’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이는 관련 구절, 개념, 아

일환으로 정신건강을 다루는 것과 달리, 대학 내 학생상담

이디어 등의 ‘단위화(chunking)’ 및 빈도를 확인하는 작업

센터는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비록

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심층인터뷰 명제를 기초

캠퍼스 내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관한 관리와 통제의 기능

로 각 주요세부질문 하에 관련된 내용을 재조직해 분류하

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개의 의사 결정(혹

는 기법도 토대로 하고 있다. 참고로 심층인터뷰 내용의 데

은 방향설정)은 학생상담센터 독자적으로 하기 보다는 교

이터 관리, 코딩, 분석 등에는 연구자 본인이 직접 관여되

육부의 시책, 대학 내의 의사결정권자의 의도, 학생상담센

어 있음과 심층인터뷰 내용 중 비문, 구어적 표현으로 발생

터 책임자의 방향성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특징-

할 수밖에 없는 부자연스러운 부분은 연구자의 판단 하에

물론, 기본적으로 학생처와 같은 부서에 소속된 보조적 특

새로 작성했음을 밝힌다.

징(Herr et al., 1996)까지 무시한 범위는 아니라는 점에서을 지니고 있다.

4.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대학 내
학생상담센터의 한계점에 대한
지리학적 의의

“학생상담센터가 독자적으로 결정을 해서 운영하기는 어
려워요. 특히, 지금의 상황에서는요...(중략)...특성화 같
은 사업은 학사관리 면이 점수가 높거든요. 사업을 지속하
기 위해서는 이 점수를 높일 필요가 있고, 그런 면에 영향
을 받아서 학생상담센터의 기능과 역할도 약간 방향이 변
경되기도 해요...(A대학 수석상담원)”

1) 권력의 재영토화

“우리 학생상담센터는 심리학과, 정신의학과 등의 교수님

지리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대학 내

들이 주로 책임을 맡으셨었어요. 누가 책임을 지는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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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경

라 학생상담센터의 역할도 변하는 것 같아요...(E대학 수

있는 문제들, 예를 들어 학생상담센터가 가지고 있는 본래

석상담원)”

의 모습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흐름이 아니라는 점, 내
실화에 기울이지 못하는 점-특히, 우수한 상담인력이 떠나

특히, 권력의 재영토화는 최근에 두드러지는 현상으로

는 것과 연속성 없는 단기 재직의 문제(Herr et al., 1996)-,

서 대학이 독자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방안으로 선택하는

임상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과는 아직 거리가 있다

대학특성화사업 혹은 대학구조개혁평가와 같은 시책에서

는 점, 심리 혹은 정신건강과 관련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이

학사관리 측면이 강조되면서 이러한 평가항목을 충족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관련 프로그램이 마련되는 점 등

키는 방안으로 학생상담센터의 프로그램이 준비-지극히

상담 그 자체를 충실히 실현하기 위한 환경이 불충분하거

우리나라에서 특징적으로 발견되는-되는가 하면, 정신적

나, 미진한 부분은 여전히 지적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문제를 조기에 파악해 통제하고 관리하는 형태로 학교의
이미지 훼손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있기

“학생상담센터가 예전에 비해 좋아지기는 했죠. 하지만

도 하다. 또한 오늘날 밀레니엄 세대의 특징이기도 한 부모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기관이 있는지 잘 모를 정도

의 통제권 강화로 학교의 운영진의 결정에 직접적으로 개

로 구석에 있어요...(중략)...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학생상

입을 하는 빈도가 많아지면서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담센터가 조금 더 세심할 필요가 있어요...(중략)...무엇

수단으로서 학생상담센터의 업무를 변용시키는 일이 빈

보다 내담자의 사생활 보호도 중요하지만, 상담자의 안전

번히 일어나기도 한다. 이는 결국 경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도 중요한 문제입니다…(D대학 수석상담원)”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사안과 직결된 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현재 대학이 맞이하고 있는 고령화, 저출산,

학생상담센터를 조성할 때3) 내담자에게는 관계성에 기

4차 산업혁명 등과 같은 새로운 시대의 도래와 이에 따른

초한 따뜻하고, 비공식적이며, 환영하는 분위기를, 상담자

기능적 변용이라는 ‘새시대의 질서(the New World Order)’

에게는 사무의 공간이며, 반복되는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

를 실현시키기 위한 일종의 ‘길들이는 지역(taming zone)’

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된다(Brewster, 2014). 전자를 위해서는 내담자의 기밀유

형성으로 풀이할 수 있다(Tuathail and Luke, 1994).

지를 최우선으로 둔 색감, 빛, 외부와의 연결 등을 고려한
“요즘 학생들은 순하기도 하고, 부모가 간섭이나 통제를

환경을, 후자에게는 직업 특성을 감안해 감정적 소모-장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총장실에도 일부의 헬리콥

간 내담자의 학대, 어려움, 트라우마 등의 이야기를 들음으

터맘들이 학교업무에 대해서 자주 연락을 하는 것 같아

로 인해 발생되는-를 미연에 차단할 수 있는 대안 등을 마

요...(중략)...연락이 자주 와서 학교를 운영하는데 상당

련해 주는 것이 그 예이다. Skovholt (2010)는 이러한

한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대학 주요한 운영

것을 ‘정신적 수입(psychic income)’이라고 표현했는데, 학

진은 학생들의 독립심과 자발성을 학생상담센터를 통해

생상담센터가 내담자뿐만 아니라 상담자의 안전과 잘 산

높여주길 바라기도 합니다...(E대학 수석상담원)”

다는 느낌을 얼마만큼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고 있
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임을 설명하는 대목이라 할 수

물론, 제 3의 권력의 개입으로 인한 학생상담센터 성격

있다(Pearson and Wilson, 2012).

에 변화를 가져온 현상이 부정적인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

그렇지만 과연 외연적 확장이 학생상담센터가 가져야 하

은 아니다. 비록 1990년대 중반 미국을 사례로 한 연구이기

는 고유한 공기까지 변화시켰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재

는 하지만(Bishop, 1995), 사실 대학의 학생상담센터가 가

고할 필요가 있다. 사실 권력의 재영토화는 과중한 업무나

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재정적인 부분으로 권

관련 없는 일까지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학생상

력의 재영토화는 학생상담센터의 확장을 이끌었기 때문

담센터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환자 혹은 내담자의

이다. 예를 들어, 학생상담센터의 학교 내 공간의 재배치-

상호작용의 효율성은 치유의 공간에 달려있다”는 사항으

사실상 그렇다고 완전 개선된 것은 아니지만-, 과거와 다른

로 물리적인 환경도 중요하지만, ‘사용자 친화적 환경(user

재정적 지원, 인력의 충원 등의 성과를 가져오기도 해 긍정

friendly)’ 내지‘감정적안전성(emotionally safe)’과 같이 보이

적 의미도 일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남아

지 않는 면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상담에 충실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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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 실현을 위해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권

기 때문에 어떠한 관계의 형태든 존엄이라는 것에 상처가

력의 영토화를 벗어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변화에의 적

생기면, 거기에서부터 정신적 차원의 문제를 유발하게 되

응, 자율권한, 통제기능의 재확보 등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

며, 한편 존엄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곳을 확보하는 것에서

가 있으며, 결국 이는 누가 학생상담센터의 통제권을 갖는

부터 정신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고 볼 수 있

가 혹은 얼마나 독립적인 결정권을 학생상담센터가 스스로

다(Jacobson et al., 2009).
그렇지만 아직 이런 존엄을 확인하기에 오늘날의 대학

확보하는가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생은 미성숙하고, 스스로를 돌보기에도 한계가 있으며, 표
현하는 방법도 서툴다. 무엇보다 이러한 부족한 모습에 대

2) 면에서 점으로의 전적인 이양

해 충분히 허용하고, 성장 및 독립을 위한 과정임을 인정해

두 번째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대학 내 학생상담센터의

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수의 양육자들이 이에 대해 허용

한계점으로 면에서 점으로의 전적인 이양을 들 수 있으며,

하지 않는 분위기가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한

이는 학생상담에 관한 모든 권리 및 책임을 학생 스스로에

계를 쇄신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학생상담센터가 존재하는

게 부여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초, 중, 고등학교에서

것이고, 학생상담센터는 근본적으로 대학생을 성인으로

는 부모와 같이 연대하는 방식으로 정신문제를 다루었으

간주하고, 그들의 삶을 존중하는 태도에서부터 치유를 시

나(면적인 접근), 대학에서는 학생을 성인으로 간주하여

작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학생상담센터에서 경험하

개인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점적인 접근). 이는

는 모든 것은 ‘물리적 현존(physical presence)’만을 의미하

일종의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자기의 영역을 명확히 하는

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세계와 다양한 이해를 촉진

자기권한 혹은 자기결정권의 강화라 할 수 있으며, 합법성

해줄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마음의 공간

안에서 ‘자아의 영역을 결정’하는 일로 해석할 수 있다

은 새로운 자아와 정체성을 만나게 해주는 촉매제가 됨으

(Knight, 1982). 문제는 전적으로 부모나 혹은 이에 준하는

로서 그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Parr and Butler, 1999). 이는

이들에게 예속에서 벗어나는 변화가 너무나 갑작스러운

근본적으로

것이라는 점이다.

(belonging)’에 대한 의미 부여와 연결되며, 더 나아가

치유의

경관에서

강조하는

‘소속감

Gesler(1992)가 말한 인간관계 회복을 통한 장소감(혹은
“쉽지는 않아요. 어떤 부모는 끝까지 학생들 상담 과정에

가치에 대한 느낌, 정체성, 안정감 등으로 대체될 수 있는)

개입하려 하거나,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의 복원과 관련성을 갖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신적 차원

(중략)...하지만 끝까지 부모한테 알리는 경우는 없어요.

의 접근으로 ‘문화적 안전성(culturally safe)’의 개념을 재

이미 학생들은 성인이고, 우리는 모든 권한을 학생에게 이

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

양하니까요...(E대학 수석상담원)”
“오늘날 학생들이 느끼는 스트레스 상황은 다양하지만,

지리학적인 접근에서 “인간이 존엄하다” 혹은 “자신의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오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부모지만

권리를 결정한다”는 표현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잘 이해하지 않는 점 혹은 의사소통이 충분하지 않는 것이

있다. 전자인 개인적 차원에서의 존엄은 자신감, 진실성,

문제인 것 같아요...(중략)...학생들 문제가 불거지면 우

품행 등으로 확인되는 자기가치 혹은 자기 존중과 관련성

리 아이는 그런 아이라고 부정하는 사람들도 많아요...(C

을 갖는데 비해, 후자인 관계적 차원에서 존엄은 인간의 상

대학 수석상담원)”

호작용에서 발현되는 개별 혹은 집단적 행위를 통해 표출
되는 존경심내지 가치를 의미한다(Jacobson et al., 2009).

Conradson(2003)은 특정 장소에의 일회적인 만남이 아

공통적으로 이 두 가지 차원의 존엄은 정체성 형성 ‘장(場,

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 사회적 친밀감이 형

arena)’으로서의 투영체인 공간과 연관성을 갖는다(Parr,

성이 되며, 이는 중요한 치유의 효과와 연결이 된다고 설명

2000). 바꿔 말하면, 이는 “나는 어디에 있는가”하는 사실

한 바 있다. 이는 흔히 문화적 안전성과 동일한 것으로 해

을 통해 자신의 존엄 혹은 정체성을 인지하게 된다는 사실

석할 수 있으며(Dyck and Kearns, 2005), 슬픔, 상실, 인간

과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다(Jacobson et al., 2009). 그렇

성에 대한 박탈 등의 부정적 감정을 줄여주는 것으로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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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있다. 원래 문화적 안전성이라는 말은 전체주의적인 문

3) 느슨한 연대

화를 기반으로 하는 대체의학적 접근이라 할 수 있는데, 문
화적인 특수성을 존중-특히, 뉴질랜드의 마오리족과 관은

마지막으로 느슨한 연대에 따른 캠퍼스 내 학생상담센

특정 상황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Dyck and Kearns, 1995;

터의 한계점을 들 수 있다. 느슨한 연대는 두 번째 한계로

Wilson and Neville; 2009)-해 애정, 관심 등을 표현하는 것

밝힌 면에서 점으로 권리 및 책임이 이전되는 현상과 관련
성을 갖는다. 일상적인 상담을 뛰어넘어 미연에 통제하지

이 주요한 핵심이다(Leiningenr, 1997; Brown et al., 2016).

못한 자해, 자살 등 위험상황에 놓인 학생들에 대한 접근과
“현재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매우 심각하

이들의 사후처리까지도 학생 개인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지 않는 것이기도 해요...(중략)...혼자 다니는 친구들에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서 현재로서 이에 대

게 친구를 만들어 주는 것만으로도 치유의 효과가 매우 크

한 실질적인 대책은 전무한 상태다. 유일한 대안이 있다면

기도 해요. 그래서 또래집단 상담은 꽤 효율성이 높은 것

낙인의 효과를 줄일 수 있는 시간적(공시적) 접근이 아닌,

이기도 합니다...(A대학 수석상담원)”

학생들의 생활권 혹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를 통

“요즘 학생들은 과거에 고민했던 것과는 다르죠 대표적으

의 문제는 한번 발병되면 지속되기 보다는 정신적 문제를

로 동성애나 (왕따 같은) 교우관계 같은 것 말이죠...(B대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커지는 시기에 나타나는 경우가 대

학 수석상담원)”

부분인 기복이 있는 현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간에 따

한 통시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신건강

른 추적을 하는 것은 무의미한 방법이라 할 수 있고, 대신
“우리 대학의 학생들이 학업이나 취업에 관한 스트레스가

정신증이 심각하게 발병할 시점에 다각적 형태의 접근을

유달리 강한 편입니다. 사회적인 기대라고나 할까...(중

통해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상대적으로 효

략)...개인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고민이 훨씬 더 많아

용성 높은 대처방안일 수 있다.

요. 그래서 집단상담보다는 개인상담이 우리 센터의 중요
한 역할이죠. 그런데 신청하는 수가 매번 늘어나고 있어서

“학생상담센터에 가는 것은 학생들 스스로 결정하는 일이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어요...(C대학 수석상담원)”

기 때문에 구속력이 별로 없죠...(중략)...학생 스스로가
가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현재로서는 대안은 없다고 봅니

문화적인 안전성을 바탕으로 하는 치유의 경험 혹은 감

다...(A대학 교수)”

정적 상호작용은 우정으로 표출이 되며(Morse, 1991), 같
은 마음을 가진 집단(Crameri et al., 2015)으로 간주하게 되

“시간적으로 정신 병력에 대해 추적하는 일은 매우 위험한

어 치유의 환경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현재

일입니다...(중략)...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을 때도 있고,

문화적 안전성을 바탕으로 하는 접근은 크게 두 가지로 나

없을 때도 있잖아요. 더 큰 스트레스가 있을 때 정신증상

눠서 이뤄지고 있는데, 또래집단상담과 문화적 안전성에

이 심각할 수 있는데, 시간에 따라 한 학생의 정신기록이

기초한 개인상담이다. 전자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이며, 즉

이어지면 문제될 수 있어요...(중략)...그래서 상담을 받

각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

은 기록을 공유하지는 않죠...(A대학 수석상담원)”

려져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점은 후자로 재정, 시간, 인
력 등의 문제로 인해 완치에 이르기까지 보장해 주지 못하

사실 이러한 접근은 지리학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

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학생상담센터라는 사회적 공간을

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접근한다는 사실은 유사한 집단이

정신건강의 ‘사유화(privatization)’를 현실화하는 것

가지고 있는 유사한 질병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

(Gesler, 1991)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오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럼으로 인해 명확히 설정된 돌

늘날 대학생들의 전공, 성별, 학년 등에 따른 공통적인 관

봄의 수혜자와 공여자 사이의 의료서비스를 교환이 가능

심사뿐만 아니라 개개인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빠르게 다

하며, 이는 매우 의학적 효율성이 높은 방식으로 이미 입증

변화되고 있는 현상을 고려, 후자에 무게를 두어 접근해야

된 사실이기도 하다. 사실 정신적 문제는 장기간의 치료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요하는 것이기도 하며, 물질적인 접근보다는 정신적인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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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다시 말해 얼마나 ‘위로(solace)’를 줄 수 있는가 혹은 비

한 접근은 단편적인 치료에서 벗어나 함께 부딪히는 사람

슷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통한 ‘지지(support)’를 얻

들, 가령 가족, 친구, 의료진뿐만 아니라, 커뮤니티를 구성

을 수 있는가 하는 사안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는 이웃, 의료행정을 책임지는 공무원 등까지 포함한 건

위로와 지지를 간헐적이지만,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

전한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속에서 건강함 혹은 잘 산

록 캠퍼스 내 학생상담센터를 중심으로 폭넓은 지역적 차

다는 것의 실현을 의미하는 것이다.

원의 다양한 채널 확보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궁극적으로 장소적 속성이라는

특히, 커뮤니티 기반으로 정신건강에 접근한다는 사실

것은 발병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

은 치유에 있어 존엄이라는 부분을 회복하는 것이라 할 수

는 핵심 단어가 된다. 예를 들어, 비만을 다룰 때 비만 그 자

있으며, 구체적으로 복잡한 요인과의 관련성 속에서 접근

체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음식-운동-생활습관 등 궁극

가능하다는 점, 다양한 원인의 상호관련성을 끊어냄으로

적으로 생활습관 전반을 검토하게 되는데, 이러한 작업은

써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 상담자의 취약성에

효과적인 치료(혹은 치유)는 무엇을 먹고, 움직이며, 자극

대한 보완이 쉽게 이뤄질 수 있다는 점, 내담자가 스스로의

을 받는지 등 삶을 기반으로 하는 폭넓고, 상호관련적인 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시켜준다는 점, 위험에 집중

인을 파악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이

된 관점에 대한 분산 혹은 긍정적 차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 무엇보다 이러한 접근은 건강문제에 대한 해결뿐만 아

는 점 등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진다(Wolpert, 1980). 이러

니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틀이 되며, 분절된 의료서비

한 부분에서 현재 대부분의 학생상담센터의 성격이 예방

스 수혜자의 체험은 하나의 치유의 스토리가 되어 제 3자

에 집중되어 있는 것에서 벗어나 적극적 치유, 교정 및 교

의 치유에 긍정적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

화, 사회생활과의 연계, 예방학적 차원 등으로 확대(Herr et

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리학적 접근의 핵심은 개별

al., 1996)될 수 있도록 유사한 기관이 긴밀하게 연합된 형

적 자신과 사회 혹은 물리적 세계 사이, 특히 매일 마주하는

태로 학생들의 생활권을 아우르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

생활권에서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지에 달려있

료된다.

는 것이다(Parr, 2008).
이러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관심, 그리고 관리와

“시간적으로 추적하는 것은 낙인을 찍을 수 있는 일이라

통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연대감(solidarity)’을 확대하

위험할 수 있어요…(중략)…학생들이 사는 곳을 아우르는

는 일은 서구 사회에서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기도

형태로 관리하는 방식은 대안이 될 수 있겠죠(E대학 수석

하다. 한 예로, 영국의 교육부에서 발간한 ‘Counselling in

상담원)”

schools: a blueprint for the future (2016)’에서는 외부와의

특정 장소가 치료로 의미를 가지려면 일련의 중립적 성

의 이전(referral system)’과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내지 정

연계성에 대해 특히 강조하고 있는데, ‘외부 전문기관으로
격의 단순한 ‘컨테이너(container)’ 역할을 탈피해 역동적

보의 공유가 가장 대표적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정보의 공

이고, 타협이 가능하며, 논쟁에 따라 전문가 혹은 보호자에

유는 단순한 이상 수준에 대한 진단-여기에서 학생상담센

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복잡한 프로세스가 확장될 수 있음

터의 역할은 상당히 의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기관으로

을 전제로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비록 정신의학적 접근은

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개인정보보호 하에

아니지만 지역의료적 차원에서의 접근에 대해 고민한

정신적 병증의 경계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파악하는 것까

Wiles (2005)의 연구인 ‘(특정) 장소의 노화(ageing in

지 포함한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 대학 내의 내규나

place)’와 노인의 예시에 의하면 잘 조직된 커뮤니티 안에

혹은 지역사회의 합의를 기초로 하는 명문화를 통해 현실

서의 돌봄이라는 것은 의료의 수혜자가 자신들의 자주성

화하는 방안인 것이다(Department of Education, 2016).

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융통성 있고, 적절

인터뷰 결과,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은 전혀

하며, 차이에 민감한 방식을 통해 그 가족들까지 지원할 수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지리학적의 의의에서나 서구의 사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그 특정 장

례에서 공통적으로 지역기반서비스의 접근에 대해 강조

소는 다양한 사람들 사이의 친밀한 관계에 의해 형성되기

하고 있는 점에 착안,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이 차츰

때문에 치유의 과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를 통

마련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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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경

5. 요약 및 결론

주
1) 절망의 경관은 본래 시설에 수용되어야 하는 사람들(구체
적으로, 심각한 물질적 박탈과 신체적 혹은 정신적 어려움

본 연구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상담

을 겪는 자들)이 공식의료의 탈기관화(deinstitutiona-

센터는 국가권력의 공적인 개입에 의해 움직이는 초, 중,

lization)로 인해 지역사회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일으키는

고등학교와 다르게 자율적 성격을 지닌다. 하지만 실질적

(경관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주로 20세기 서구

으로 교육부의 평가, 학교 운영 주체의 관심 여부, 학생상

의 도시 지역에서 일어난 현상을 지칭한다(Dear and

담센터의 관련자(주로 센터장)의 태도 등 다양한 권력이

Wolch, 1987; DeVerteuil and Evans, 2009).
2) 재영토화와 탈영토화의 과정은 사회생활과 영토의 계류 사

재영토화되는 경향이 있다. 결국 기관의 독립을 얼마나 확

이의 관계 하에 나타나는 현상의 변화에 따른 공간적 징후

보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학생상담센터의 본연의 기능

를 뜻하는 것으로, Deleuze and Guattari에 의해 1972년에

으로 얼마만큼 돌아갈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달려있다고 할

제안된 개념이다. 특히, 재영토화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관

수 있다. 둘째, 상당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학생상담센

계 조직의 영토 형태가 재구조화되는 현상을 의미하며, 범

터를 이용한다는 사실은 내담자에게 더 이상 낙인이라 간

위와 스케일을 뛰어넘어 통치권과 새로운 영토 영역의 출연

주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내담자에게 갑작스럽게 부여된

간의 배타적 관계가 해체되는 현상을 함축한다.

모든 선택과 책임으로 인해 통제와 관리에 있어 필연적인

3) 상담의 환경에 대한 개념은 1950년대부터 이미 가이드라인

틈새가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져 문화적 안전성 확보 혹은

으로 정리 된 바 있으며, 건강관리의 환경(Pitts and

위엄에 대한 존중 등 적절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Hamilton, 2005), 환경심리(Amato and IcInnes, 1983;

다. 셋째, 내담자에게 점적으로 부여된 절대적 권한은 외

Saegert and Winkel, 1990; Pearson and Wilson, 2012) 등

부와의 느슨한 연계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효율적

의 방향으로 구체화되어 있다. 예를 들어, 상담사와 내담자

인 대책, 예를 들어 생활권을 기반으로 하는 공식의료와 비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행위들이 비밀로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음처리가 된 상담실, 상담자가 내담자의 돌발행위로 인

공식의료 사이의 긴밀한 관계 구축이 시급하다.

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빨리 제압할 수 있는 (내부 혹은

이외에도 Herr et al. (1996), Watkins et al. (2011) 등의 연

외부) 안전장치의 확보, 소속감을 고취시켜줄 수 있는 분위

구 추가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질적으로 우수한 최

기의 조성, 학생상담센터 존재를 알리면서 낙인효과를 최

신의 카운셀링 서비스 도입, 대학 내의 경험치 낮은 소수자

소한 줄일 수 있는 출입구의 마련 등 심리적 요구에 대한 최

에 대한 상담의 확대, 대학을 넘어선 지역에 대한 일종의

대한의 부응할 수 있는 환경, 더 구체적으로 내담자의 존엄

‘지역에 대한 봉사(outreach)’의 개념(Krause and Afuape,

성, 자율성, 사생활 보호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2016)으로서의 헌신, 과학적이면서도 전문적인 데이터베
이스 기반의 효용성 구현, 외부 및 사회의 환경과 심리적
영향에 대한 깊은 이해 등 성공적이며, 비용대비 효율성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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