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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출가자의 상담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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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상담개발원
이 연구는 한국의 여성 출가자가 상담받은 경험으로 인해 수행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불교 수행에 대한 자세나 수행 방향에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불교 수행과 상담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한국의 여성 출가자로서 전문 상담자에게
개인 상담을 12회기 이상 받은 8명의 비구니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했다. 인터뷰 자료는 현상학적 연구방법(Colaizzi,
1978)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모두 14개의 주제묶음을 추출할 수 있었다. 이 주제묶음을 출가자의 관점에서 수행 생활의
변화, 상담에 대한 이해, 불교 수행과 상담의 관계 등 3가지로 범주화했다. 연구 결과, 참여자들은 억압해 두었던 감정이나 문제
를 다룸으로서 빠른 자각과 통찰이, 자신에게 직면함으로써 자기 성장이 가능했고, 출가자도 적정 시기에 상담이 필요하며, 불교
수행과 상담은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마지막으로 불교 수행과 심리치료의 상보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논의
하였다.

주제어 : 여성 출가자, 비구니, 상담, 현상학

로 볼 수 있다. 즉 영적 수행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서론

붓다의 가르침은 심리적 고통, 고통의 원인과 소
출가(出家)란 문자 그대로 세속일(家)에서 초월함

멸 상태 그리고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가르침이다.

(出)을 의미한다. 주지하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탐

대부분의 출가자들은 불교[붓다의 가르침]를 기반으

(貪)·진(瞋)·치(癡)·만(慢)·의(疑) 등으로 남보다 많

로 하여 개인의 인연에 따라 각처에서 다양한 벙법

이 가지고 타인을 이겨야 하며 성공과 명예를 목적

으로 수행한다. 그러나 강문선(2003)의 연구에 의

으로 살아간다. 삼독심(三毒心)이 심리적 괴로움의

하면, 올바른 수행을 위한 교과과정과 운영체계에

뿌리인 점에서, 출가했다는 사실 자체는 심리적 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경(2007)에 의

로움의 원인에서 벗어나기 위해 행위로 실천한 것으

하면, 최근 한국불교의 ‘수행 따라 생활 따로’인 점이

† 본 논문은 차효록(2010)의 동국대학교(경주) 석사학위눈문의 일부를 발췌·수정한 것임.
††교신저자 : 차효록 / (110-170)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5-4 3층 / Tel : 010-8718-0957 / E-mail :
sukwonj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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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으로 제기된바 있다. 이렇듯 수행체계에 대한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대개 개인의 몫으로

문제점은 제기된 적이 있으나, 수행 경험에 대한 연

돌리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론, 최근 한국에서 불교

구는 아직 이뤄진 바가 없으며, 불교계의 연구는 철

학과 수행 전문가들의 심리학/심리치료에 대한 관심

학이나 불교학 등의 관점에서 이뤄진 문헌 연구가

과 심리학, 정신의학 전문가들의 불교에 대한 관심

대부분이다. 이창제(2009)에 의하면, 한국의 불교는

이 함께 높아져 가고 있다(윤호균, 1982; 신옥희,

현대인에게 만성적 고통을 일으키는 무의식의 원인

1983; 윤호균, 1991; 장현갑, 1996; 김재성,

들을 집중탐구한 정신분석과 소통할 필요가 있는 것

2007; 노안영, 1998 외). 이에 연구자는 여성 출

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리적 고통의 근본 원인이 억

가자를 대상으로 상담 받은 경험으로 인해 생활에

압된 유년기의 욕동, 상처, 환상, 불안, 방어기제에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 불교 수행에 대한 자세 또

있다는 것, 그 누구도 혼자의 의지로 방어기제를 뚫

는 수행 방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불교 수행과

고 무의식을 성찰할 수 없다는 것, 방어작용을 통과

상담의 관계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 경험을

해 무의식을 성찰하려면 ‘정신분석 환경(setting)’과

현상학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특별한 기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국내 출가 수행자 또는 출가 성직자를 대상으로

약 30년 이상 티베트 불교와 여러 동양의 영적

전문 상담자가 되기 위한 과정에서 경험하는 ‘상담’

전통을 섭렵해 온 웰우드 Welwood(2008)는 “서양

이나 ‘교육분석’을 주제로 선행 연구 자료를 검토했

심리학은 영적 영역을 무시하며, 명상의 전통은 영

으나 출가자의 상담 경험 연구는 아직까지 없었다.

적 성장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심리적 역

타종교의 출가자라고 할 수 있는 성직자를 대상으로

동에 대한 적절한 이해가 부족하다. 이러한 역동을

이루어진 상담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식하지 않는다면 이것들은 수행자와 수행의 과정

박평자(2001)는 종신서원을 한 가톨릭 수도자를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심리학이 깨달

대상으로 수도자들의 수도생활 특성을 살펴보고 기

음을 필요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깨달음도 심리학

도, 영성생활 만족도와 사도직의 만족도에 영향을

을 필요로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서양의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했다. 그에 따르

불교명상 지도자이자 심리치료자는 불교 명상과 심

면 연구대상자들은 평균적으로 사도직에 몸담은 지

리치료의 상보적인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10년 이상 된 사람들로, 전반적인 기도, 영성생활에

메트칼프 Metcalf에 의하면 “서양의 심리학은 불

대해 만족한다가 55.8%로 나타났고, 기도 영성생활

교화되고 있는 경향도 무시할 수 없다. 미국에서 영

만족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하느님과의 친밀감

성지향적인 심리치료의 놀라울 정도의 성장은 심리

만족도’ 및 ‘기도방법에 대한 만족도’, ‘하느님의 인도

학에 대한 불교의 영향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일

에 대한 응답 만족도’, ‘기도시간에 대한 만족도’로,

반적으로 서양의 불교는 심리학화되어 가고, 심리학

현재 사도직의 만족도에는 ‘기도, 영성생활의 만족

자들은 불교적이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김재

도’, ‘하느님과의 친밀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성, 2007).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의 전통 불교는 상

타났다고 했다. 천주교 수녀를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담/심리치료와 소통이 거의 없었고, 승가 개개인의

관련된 연구(이우희, 2007)에 의하면 저 연령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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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일수록, 수도생활의 경력이 짧을수록, 평수녀가

또는 수행 방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셋째, 불교

책임자보다 더 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종

수행과 상담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다.

신서원을 하는 시기(6-10년)에서 스트레스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미숙(2003)에 의하

방법

면 천주교 여성수도자들의 자아정체감과 수도생활
만족도와는 유의미하게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또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여성 출가자의 상담

다른 연구에서 전미숙은(2009) 가톨릭 여성수도자

경험은 내적인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는 질적 체험

들의 영성증진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가톨릭

현상에 기초했기 때문에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이용

여성수도자들의 영성과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는 효

했다. 출가자로서 개인적인 수행 여건과 수행 성향

과와 치료적 효과가 있다고 했다. 수도생활을 시작

에 따라 각기 다른 수행 방법으로 생활하는 요인이

하는 예비수도자들의 집단미술치료 체험을 통해 살

있어서 다양한 연구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아 있는 다양한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이해하기 위

이 연구 범위는 연구 참여자들에 의해서 직접 진술

한 최희정(2008)의 연구에 의하면, 연구에서 다뤄

되는 상담 경험에 한정했고, 참여자들이 상담에 참

진 집단미술치료가 건강한 수도생활과 깊이 있는 여

여하고 난 이후 그들의 경험을 회고적으로 진술하게

성 생활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 있는 예비수도자

했다. 연구 참여자 개개인의 주관적인 경험, 느낌,

들이 통합된 자기인식과 자기수용을 할 수 있도록

생각, 인식, 자각 등에 대해 표현하는 데 초점을 두

이끌어주고, 자신의 마음과 감정 상태를 느끼며 머

고 분류하여 의미를 범주화시켰다.

리중심의 생활에서 가슴중심의 생활로 전환할 수 있
도록 도와주었다고 하였다.

현상학적 연구

위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성직자를 대상으로 스

현상학은 현대 철학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트레스와 관련된 연구가 다수이고, 연구 방법에 있

철학으로서, 20세기 초 Husserl에 의해 제창되었

어서도 설문 또는 집단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검증하

다. 탐구 방법으로서의 현상학적인 방법은 자연과학

였다. 출가자 또는 성직자의 상담 경험에 대한 현상

에 의해 제거된 인간 경험과 비인간화된 인간 실존

학적 연구는 아직 이뤄진 바가 없다. 여성수도자의

을 회복할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현상학은 인간의

경우 집단 상담이나 집단 미술치료를 활용하여 영성

경험을 통해 세계를 직접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데

과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는 데 활용했다는 점을 눈

동의하지만 각 현상학자들의 접근 방식은 다르다.

여겨 볼만하다. 이들은 일반 상담자가 집단을 이끌

체험은 현상학적 연구의 출발점이자 종착역으로 현

지 않았고, 여성수도자가 여성수도자를 대상으로 집

상학의 목적은 체험을 변형시켜 그 본질을 텍스트로

단을 이끌었다는 특징이 있었다.

표현하는 것이다(신경림, 2008).

이 연구의 목적은 세 가지이다. 한국의 여성 출가

그동안 현상학적 체험연구방법은 Giorgi, Colaizzi,

자로서 상담을 받은 경험으로 인해 첫째, 생활에 어

Benner, van Manen, van Moustakas 등 여러

떤 변화를 경험했는지 둘째, 불교 수행에 대한 자세

연구자들에 의해 개발되어왔다. 이들이 개발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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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현상학적 체험연구의 절차는 크게 ⓐ 인터뷰 등을

에 맞는 연구 방법을 선택했다. 연구 설계에서부터

통해 연구 참여자(피연구자)의 체험을 채집하는 연

마무리까지 슈퍼바이저(supervisor)와 지도교수의

구자료 수집과정, ⓑ 이처럼 수집된 연구 자료를 분

지도 감독이 있었다. 두 번째, 간행물과 학술지, 학

석하는 과정, ⓒ 이러한 연구자료 수집과 분석을 통

위논문, 단행본 등을 통해서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해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

를 했고, 연구 목적과 부합하는 연구 참여자를 선정

다. 현상학적 체험연구의 과제는 어떤 체험의 본질

하여 연구의 성격을 밝혔다. 세 번째, 예비조사단계

을 해명하는 데 있는 것이지, 사실로서의 체험을 해

에서 연구 참여자들에 대해서 개인별로 동의를 구하

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M. van

고 연구문제에 관련한 인터뷰 질문을 구상했다. 넷

Manen, 1990). 그러나 현상학적 체험연구는 체험

째,

의 본질에 관한 연구뿐 아니라, 사실로서의 체험에

interview)으로 시험인터뷰를 했고, 그것을 분석하

관한 연구도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특정한

여 전문가의 지도를 토대로 반구조화된 인터뷰

집단의 체험에 대한 연구 역시 현상학적 체험연구라

(semi-structured interview) 질문을 만들어 두

불릴 수 있다(이남인, 2005).

번째 인터뷰를 했다. 두 번째 인터뷰 후 질문을 보

처음에는

비구조화된

면담(unstructured

이 연구에서는 Colaizzi 연구 방법을 사용했다.

완하여 세 번째 인터뷰를 실시했고, 세 번째 인터뷰

Colaizzi(1978)는 Merleau-Ponty의 영향을 받은

결과를 통해 다시 분석․수정․보완하여 구조화된

인본주의 심리학자로서 인간을 다루는 심리학은 자

인터뷰(structured interview) 질문을 설계했다.

연과학의 방법과는 구별되어야 하고, 인간과학에서

그러나 자유로운 진술이 가능한 상황에서 구조화된

는 생활세계에서 일상의 경험을 통하여 인간을 총체

질문과 비구조화된 질문을 혼합하여 사용했다. 다섯

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다. Colaizzi의

째, 연구 참여자 각각을 대상으로 인터뷰하면서 전

분석 방법은 참여자로부터 기술된 내용에서 의미 있

과정을 녹음했다. 녹음된 내용을 연구자가 직접 여

는 문장이나 구를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일반적

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서 축어록을 만들었고, 작성

으로 추상적인 진술을 만들어 의미를 구성하여 주제

된 축어록은 의미 단위의 재진술, 주제, 주제묶음 과

묶음으로 범주화한 후 경험의 본질적 구조를 기술하

정을 거처 범주화했다. 여섯 째, 결과를 통해 논의될

는 것이다. 그리고 경험의 본질적 구조의 타당성을

부분과 제언을 제시했으며 슈퍼바이저와 지도교수

참여자로부터 다시 확인하는데, 이러한 전후 과정은

및 전문가에게 검토를 부탁했다.

주제에 그 의미가 반영되어 주제를 편견 없이 받아
참여자 선정

들이게 한다(신경림, 2008).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상담자 1명과 내담자로 참
연구 설계 및 절차

여한 스님(이하 참여자) 8명이다. 이 연구를 위해

이 연구를 위해서 첫 번째 계획수립 단계에서 먼

의도적으로 상담을 구성한 것은 아니었고, 우연한

저 연구 목적을 설정하고, 그 대상을 한국의 여성

기회에 교육분석을 받기 위해 여러 명의 스님들이

출가자로서 상담을 경험한 스님으로 한정시키고 그

동일 상담자에게 상담을 받게 되었다. 이에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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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담자와 참여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

6일부터 2009년 4월 까지였고, 인터뷰는 2008년

고 모두에게 동의를 구하였다.

7월부터 시작해서 2009년 5월 7일까지 실시했다.

이 연구의 상담자는 정신분석과 분석심리학적 상

자료수집 방법으로 공식인터뷰와 비공식인터뷰를 실

담 전통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으로, 한국인을 포함

시했다. 공식인터뷰는 상담이 종결된 후 2주에서 1

한 동․서양인을 대상으로 약 1만 세션의 심리치료

개월이 지난 후, 연구자가 참여자를 직접 만나 약

및 상담 경험이 있는 전문가이다.

40분 정도의 인터뷰를 1:1로 진행했으며, 구조화된

이 연구 참여자들은 의도적 표집(purposeful

질문과 비구조화된 질문을 혼합하여 사용했다. 비공

sampling)으로 선정하였다. 참여자들은 한국의 여

식인터뷰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루어졌고, 자료

성 출가자로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스님들이다. 이들

분석이 끝난 후 전화나 면접을 통해 추가 질문이나

은 최소한 12회기 이상 상담받은 스님으로서 8명을

의미가 드러나지 않은 내용 등의 재인터뷰가 이뤄졌

선정했다. 이들 가운데 6명은 전문상담자가 되기 위

다. 짧게는 12주에서 길게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과정에서 상담자를 만났고, 2명은 개인적인 이유

이루어진 상담 경험에 대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 인

로 상담을 받았다.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비밀을 보

터뷰 전체 내용을 녹음했고 축어록을 작성했다.

장하기 위해서 명칭 대신 참여자 번호를 사용했고,
자료 분석

분석 결과에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몇은

이 연구에서는 인터뷰 내용에 대하여 현상학적 연

개인적인 정보에 변화를 주었다.

구방법으로 분석했다. 분석은 여성 출가자의 개인상
담 경험에 대한 심층적이고 총체적인 이해뿐만 아니

자료 수집 및 분석

라 각 개인의 생활과 의식의 변화 및 관련 경험 내

자료 수집

이 연구에서 상담이 진행된 기간은 2007년 12월

용을 의미 단위 중심으로 분류화, 범주화하여 관련

표 1. 연구 참여자의 개인별 특성
참여자 연령/승랍1) 개인상담횟수
참여자 1
40/6
12회기
참여자 2
59/31
12회기
참여자 3
41/21
30회기
참여자 4
38/7
12회기
참여자 5
47/15
12회기
참여자 6
53/28
24회기
참여자 7
36/3
24회기
참여자 8
37/5
28회기

상담경험
개인
개인
집단,개인
집단,개인
집단,개인
집단,개인
집단,개인
집단,개인

동기
개인적
개인적
교육분석
교육분석
교육분석
교육분석
교육분석
교육분석

수행경력
강원 졸업
40 안거2)
3)
강원 졸업, 3 안거
강원 졸업
강원 졸업
5 안거
강원 졸업, 1 안거
강원 졸업

현재 하는 일
사찰 소임
사찰 소임
암주4), 대학생, 자원봉사
사찰 소임, 대학원생
대학원생
사찰 소임, 자원봉사
사찰 소임, 대학원생
대학원생

1) 승랍(僧臘)은 승려 생활을 한 햇수인데, 여기서는 구족계를 받은 이후부터이다.
2) 일정한 시간, 일정한 장소에 머물며 오로지 수행 정진에만 힘쓰는 기간. 한국은 1년에 두 번의 안거-여름(夏)안거, 겨울(冬)안거
-가 있음. 여름은 음력 4월 보름부터 7월 보름 까지. 겨울은 10월 보름부터 1월 보름 까지.
3) 전통승가대학. 경전을 전수(專修)하는 사원인데 한국의 경우 4년의 승려 교육 과정으로 이뤄져 있다.
4) 암주(庵主)는 초암(草庵)의 주인. 여기서는 작은 개인사찰(토굴 정도의 규모) 주지의 의미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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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의미 단위의 재진술 추출의 예
의미 단위
호기심으로 했으니까.
기대는 뭐. 특별한 것을 배우려나～ 이런 기대가 있었겠지.
사람을 다루는 것.
거기서 하나 배웠어. 상대의 말을 비중 있게 진솔하게 끝까
지 다 들어주는 것.

성을 진술했다.

의미 단위의 재진술
호기심으로 상담 받음
사람 다루는 법 배우길 기대
상담을 통해 경청하고 기다려주는 자세 배움

여성 출가자의 관점에서 수행생활의 변화, 상담에
대한 이해, 불교 수행과 상담의 관계 등 3개로 범주

축어록 작성과 의미 단위의 재진술

화했다.

녹음된 내용은 연구자가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
서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들을 가능하면 모두 기록하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및 윤리성

고 묘사하면서 축어록을 작성했다. 축어록을 토대로

신뢰도

자료를 한 줄 한 줄 검토하면서 자료 속의 의미 단위
들을 추출해냈다. 이 때 구와 문장을 분석 단위로 하여
가능하면 자의적인 해석을 배제하고 상담 경험이 간단
한 문장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자료를 줄여나갔다.

연구 결과와 결론을 검증하는 보다 일반적인 방법
은 외부 검토자가 연구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검토하
는 ‘감사’이다(신경림, 2008). 감사자의 평가에서 감
사자는 연구의 전체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연구 발견
의 진정성을 밝히게 된다. 이 연구에서 감사자에게

주제(themes)와 주제묶음(theme clusters)

각각의 축어록에 대해 의미 단위의 재진술들은 각
각 유사한 의미끼리 모아서 다시 하나의 주제로 묶
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8개의 축어록에 대해 각각
주제와 주제묶음 작업을 반복했다.

연구 설계와 연구 절차 과정에서 1회, 구조적인 질
문을 다듬는 과정에서 1회, 중심의미를 추출하는 과
정에서 2회, 주제 작업 과정에서 2회, 주제묶음 작
업 과정에서 2회, 연구 분석 결과가 돌출된 후에 3
회, 모두 11회 감사를 받았고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은 다음 결과에 적용하였다.

범주화(categorization)

위의 방식대로 추출된 14개의 주제묶음들에 대해
표 3. 주제 추출의 예
의미 단위의 재진술
내담자가 상담에 임하는 자세 중요
상담에 임하는 자세가 각각 진실해야 상담효과 경험하게 됨
상담에 임하는 자세가 공감대 형성에 중요함
상담자와 내담자의 자세 : 탈권위, 하심(下心) 중요
상담에서 상담자와 내담자 자세의 중요성-진실
상담자 역할의 중요성 인식
상담에서 신뢰의 중요성

주제
상담자와 내담자의 진지한 자세[진실, 탈권위, 下心]가
중요하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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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주제묶음의 예
참여자
참여자 1
참여자 2
참여자 3
참여자 4
참여자 5
참여자 6
참여자 7
참여자 8

주제
집착을 극복하기 위해 상담 받음
서양상담심리와 상담자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으로 상담 받음
수퍼바이저가 되기 위해 상담 받음
예비 상담자로서 상담 받음
예비 상담자로서 상담 받음
예비 상담자로서 상담 받음
자신에 대해 궁금하여 상담 받게 됨
예비상담자로서 상담 받음

타당도

주제묶음

상담 받은 계기

인했고 수정된 부분은 결과에 반영했다.

이 연구에서는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Lincoln과

윤리성

Guba(1985)가 제시한 동료 연구자의 조언과 지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윤리적인 문

을 구하는 한편 연구 참여자로부터 점검을 받았다.
연구자는 두 명의 동료 감사자에게 각각에게 자료
분석과 해석에 대해서 조언과 평가를 구했고 지적받
은 것은 반영했다. 이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 후 분
석 과정을 끝낸 뒤, 연구 참여자에게 그 내용과 분
석 결과가 정확성과 해석상의 차이가 없는지, 참여
자 본인이 표현하려고 했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

제를 고려했다. 첫째, 이 연구 과정에서 연구자는 참
여자 각자에게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설명했고 연
구에 참여하겠다는 동의를 먼저 구두로 구했으며,
인터뷰 당일에는 서면으로 동의를 구하고 인터뷰를
시작했다. 둘째, 인터뷰 날짜를 정할 때는 연구 참여
자의 일정에 맞추도록 노력했고, 인터뷰 장소도 참
여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셋째, 연구 참

표 5. 주제묶음의 범주화
주제묶음

범주

상담 받은 계기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상담에서 다룸
내적 성장을 경험함
상담에 대해 신뢰
출가자의 비전문적 상담의 한계
출가자의 상담 필요성
출가자의 적정 상담 시기
불교 내 전문상담 제도의 필요성
출가 전문상담자 양성의 필요성
불교 수행과 상담의 관련성 인식
상담자와 내담자의 아상(我相)없는 자세가 중요함을 인식
불교를 이해하는 상담자
상담 받기 어려움
상담에서의 제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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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에 대한 이해

불교 수행과 상담의 관계

❚ 8 차효록

여자들 각자의 개인적인 이력과 정보를 보호하기 위

대인관계에서 오는 문제들을 상담에서 주로 다뤘고,

해 노력했다.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위

상담 받는 과정이나 이후에 내적으로 성장하였다고

험이나 혜택을 알려주었고, 비밀 유지를 위해 익명

진술하였다.

을 사용한다는 것과 연구 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상담 받은 계기

내에서 개인 정보에 약간의 변화를 준다는 것을 설
명했다. 넷째, 연구자료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

이 연구에 의하면 예비상담자로서 상담을 받게 되

하고 개념화할 수 있도록 연구를 수행하는 전 과정

었다고 진술한 출가자가 5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

동안 연구자는 슈퍼바이저로부터 지도를 받았으며,

나 집착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상담을 선택

현상학적 연구와 관련된 문헌과 논문을 읽고 반영했

하게 된 경우도 있고, 호기심으로 받은 경우도 있었

다. 다섯째, 이 연구자는 연구결과의 진실성을 유지

으며, 자신의 생각 구조가 타인과 다른 것에 대해

하기 위해 연구하는 동안 참여자들의 진술을 왜곡하

궁금해서 상담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지 않기 위해 반성적인 자세를 지녔고, 연구자의 주
그것은～ 스님께서 해 봐라 한 것도 있었지만,
제가 선뜻 받고 싶다고 마음을 낸 것은 그～ 제가

관성을 배제하려고 노력했으며 지도교수와 슈퍼바이
저의 검증 과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했다.

집착이 너무 강해서, 너무 강해서～(참여자 1)
서양 상담이라는 게 호기심이었지 나는. 서양
상담은 어떤 절차를 밟으면서 어떻게 풀어나갈

결과

까?(참여자 2)

한국의 여성 출가자의 상담 경험에 대해 인터뷰한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상담에서 다룸

내용을 현상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모두 14개의 주제
묶음을 추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주제묶음을 출가
자의 관점에서 수행 생활의 변화, 상담에 대한 이해,
불교 수행과 상담의 관계 등 3가지로 범주화했다.
참여자의 진술은 지면 관계로 두 사람에 한정하여
기술하겠다.

출가자로서 상담을 받는다고 하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궁금할 수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참여자들은 타인에게 말하지 않았던
자신의 심리적인 문제나 답답하게 여겨졌던 부분을
다룬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대인관계의 불편함,
즉 은사스님이나 사형․사제, 선․후배, 도반 등 인
간관계에서의 불편함과 어려움, 갈등 문제 등을 상

수행 생활의 변화

담에서 다뤘다고 진술했다.
이 연구에 참여한 여성 출가자 가운데 6명은 상담
교육의 일환으로, 2명은 개인적인 이유로 상담을 받

사람 관계에서 오는 그런 불편함 어려움, 내

았다. 참여자들은 불교의 가르침을 믿고 실천하는

의도와는 다른 그런 역동들.(참여자 4)
출가 자체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출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불편함이라면 강원

스님들이다. 연구자는 이들이 불교적 수행 이외에
상담에 주목하고 상담 받은 것 자체가 수행 생활의
변화로 보았다. 이들은 상담에서 도반이나 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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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하고 나서 바로 은사스님하고 처음 살아본 거
예요. 행자 때 안 살아보고. 그래서 졸업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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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부터 학교 들어갈 때까지 5년 동안이 가장 힘
들었어요. 은사스님과의 관계가 가장 힘들었죠!
(참여자 5)

가 좋아졌다고 진술했다.
넷째, 사고․인식 면에서 상담을 경험함으로써 부
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었고, 개방적

내적 성장을 경험함 : 생활, 감정, 대인관계, 사고․

인 사고로 변화되었으며 타인에게 향하는 관점의 변

인식 등

화가 생겼다고 진술했다. 또한 자신도 모르게 어떤

이 연구 참여자들은 상담을 받음으로써 상담 과정
이나 상담 이후에 내적 성장을 경험했다고 진술했다.

대상이나 사람에게 의지했음을 자각했고, 붓다의 가
르침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진술했다.
‘출가자의 상담 내용’의 범주에서 살펴본 바에 의

이러한 변화를 생활, 감정, 대인관계, 사고․인식 등
으로 분류했다. 첫째, 생활면에서 이 연구 참여자들
은 상담을 통해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알고 바라
보게 되었고, 감정에 휩싸일 때 빨리 직면하게 됨으

하면 상담을 받게 된 계기가 개인차는 있었으나, 대
인관계의 어려움을 상담에서 다뤘다는 것과 그 결과
내적 성장을 경험한 것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로써 생활에 변화가 있었으며, 주변 사람들의 이야
기를 경청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공감하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또한 이전에 비해 표현도 쉽게 할 수 있
게 되었고 상담기법을 배워 활용하기도 했으며 용기
와 자신감, 책임감, 자유로움 등이 생겼다고 했다.
또 특정 수행법을 고집하지 않게 되었고, 사람이나
어떤 대상에 의존하지 않게 되면서 수행생활의 방향
을 잡을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둘째, 출가자들은 자신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
하기보다 가능하면 표현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a) 생활
스님은 진짜 할 수 있다고 희망적으로 이야기
를 해주시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박
사님하고 상담할 때는 뭔가 모를 자신감이 생겼어
요. … 상담을 받으면서 집착하는 마음이 어느 정
도 서서히 사그라지면서 내 공부에 집중을 하게
되니까 부처님께 향하는 마음이 오롯해진 것 같아
요.(참여자 1)
아～ 상대의 말을 비중 있게 진솔하게 끝까지
다 들어주는 거. 그걸 배웠어. 우리는 남의 말을
들으면 내 판단을 먼저 하잖아. 그것을 가라앉혀야
된다는 것. 내 생활에서 활용했다니까(참여자 2).

그런데 이 연구 참여자들에 의하면 감정을 쌓아두기
보다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상담에서 억압된 감정들을 풀어냄으로써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살피게 되었고, 자신의 감
정을 들여다보며 그 감정에 휩쓸리거나 빠지지 않고
알아차리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셋째, 대인관계 면에서 상담으로 인해 대인관계가
좀 더 의미 있게 변화된 것 같다고 진술했다. 타인
의 감정을 먼저 이해하게 되었고 공감하며 배려하려
는 자세로 바뀌었으며, 자신을 표현하는가 하면 자
신의 태도를 반성하기도 하는 등으로 인해 대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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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감정
감정 같은 것들, 미묘한 감정들이 일어날 때
때 싫지 않았거든요. 그런 것을 조금 더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뚜렷하게 하게 되었어
요.(참여자 5)
옛날에는 어떤 감정이 일어나거나 안 만났으면
하는 감정이 일어날 때～ 좀 덮어두려는 경향이 강
했었는데～ 상담하고 나서는 왜 그런가 하고 살펴
보려고 하는 것이 바뀌었다고 할까요.(참여자 7)
c) 대인관계
제대로 그 사람의 상태를 보면서 집중할 수 있

❚ 10 차효록

을 것 같아요. 그러면 훨씬 관계들이 폭도 넓어지
면서 깊어질 수 있겠지요. 관계가.(참여자 5)
그동안에 주위에 있던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답을 찾게 되었다는
것, 상담에서의 비밀보장이 안정감을 주었다는 것,
내담자 스스로 개방하고 싶은 만큼 개방할 수 있었다

수박 겉핥기식의 대화보다는 좀더 알찬, 내실이 있
는 그런 대화가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감정도
헤아리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

는 것 등이 좋았다고 했다. 이것은 여성 출가자로서
상담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고, 이 사람의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을까 하는
배려하는 마음도 생길 것 같고요.(참여자 7)

내 심리는 내가 내 입을 통해서 나와야만이 심

아! 이제 제대로 된 수행방향이 잡히죠. 예.

리가 된다는 거 … 이 판단을 하는데 내 나름대로
내 입을 통해서 판단을 하는데 … 이미 신뢰관계
가 다 다져지고. 아 이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고

제대로 된 수행방향이 잡히고, 내가 지금까지 방
황했었구나라는 것을 제대로 자각하고 보게 되
죠.(참여자 5)

싶지는 않지만 함부로 내놓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 내 놔도 상담이라는 과정의 테두
리가 딱 있기 때문에 노출이 되지 않는 보장이 되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언제나 불만을 가지고 있
던 것, 또 그 사람한테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했던
것, 또 어떤 때는 은사스님이 차별을 한다고 생각

니까 쉽게 할 수 있고, 내 놓고 싶고 내놓은 후유
증도 없고. 그렇지 상담이. … 상담자가. 자기가
찾을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것이 상담자의 역할

하고 있던 것, … 뭐 그 사람이 100%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내 속에 있던 관점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더라구.(참여자 2)
상담자에게 굳이 얘기 안해도 되는 부분이 있
거든요. 정말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은 자

(참여자 6)

신이 자신을 보도록 해 주기 때문에. 상담자가 딱
문제를 던지면 그걸 가지고 와서 그 문제를 일주
일 내내 고민을 하더라구요. 그 문제로 몸살을 앓

d) 사고 ․ 인식

상담에 대한 이해

고 고민을 하고 ….(참여자 5)

이 연구 참여자에 의하면 상담을 받아 봄으로 인
해 상담에 신뢰를 갖게 되었고, 출가자들의 상담이

출가자의 비전문적 상담의 한계

다소 비전문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출가

이 연구 참여자에 의하면, 사찰에서의 상담은 현

자들이 적정한 시기에 상담을 받을 필요성이 있고

재의 상태나 심리적인 문제를 대체적으로 업의 결과

불교 내에도 상담제도 및 출가 전문상담자의 양성이

로 돌리고 기도나 염불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등 자

필요하다고 진술하였다.

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는다고 했다. 일반적으
로 사찰에서 이뤄지는 출가자의 상담은 상대방의 문

상담에 대해 신뢰

제에 관심이 없는 것, 경청하지 않는 것, 마음을 터

이 연구에 의하면 상담 경험으로 인해 상담에 대
해 신뢰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 연구 참여자들은 상
담자의 경청자세가 좋았다는 것, 상담자가 친절하고
합리적이며 논리적으로 해석해 줌으로써 설득력이 있
었다는 것, 상담과정에서 상담자의 도움으로 내담자

놓고 대화할 대상이 없는 것, 감정을 다루지 않는
것, 지시하거나 훈계하는 것, 심리문제의 발생에 대
한 인과관계를 설명하지 않는 것, 비밀을 보장한다
는 확신을 주지 않는 것 등에 대해서 참여자들은 만
족스럽지 않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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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출가하면 스승은 너무 어려워서 얘기하기
가 힘들고. 사형사제도 그 사람들 성품에 따라서
정말 인간적으로 마음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

수행 과정에 장애가 있을 때나, 출가 전, 사미니계를
받기 전후, 강원(전통승가대학)학인 시절이나 졸업
후 등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음으로

형사제가 있고, 때로는 라이벌이 될 수도 있고,
경쟁자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사람이 나한테
엄청난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이런데 어떻게 마음

인해서 개인과 승가공동체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진술했다.

을 터놓고 이야기를 해요? … 왜! 혹시나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이 혹시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가 있는데….(참여자 6)

출가를 원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갓 출가를 한
사미니 스님들이나 이럴 경우에는 꼭 상담을 권하
고 싶어요. 출가 전에 상담을 받고 들어와 준다면
더 좋겠고. 그렇지 않고 이미 출가를 했다면, 이

제가 어른 스님이나 주위 사람들과 얘기할 때
는 감정적인 부분들은 별로 안 다뤄지고 있어요.
… 전문상담자와의 대화는 안할 수가 없기 때문

미 출가를 했다면 글쎄요～ 강원생 정도, 그때나
강원 졸업한 직후나. 왜냐하면 내가 볼 때, 나 같
은 경우는 치문반 때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진로

에, 제가 회피하고 싶은 감정적인 문제도 무리하
지만 않는다면, 장기간 좀 늦긴 하겠지만 다뤄지
는 게 나을 것 같아요.(참여자 7)

에 대해서.(참여자 5)
일단 출가를 하고 행자교육을 마치고, 적어도
사미니계를 받은 후 강원에 가기 전에, 적어도 이

출가자의 상담 필요성

런 상담을 받아서 자기 문제가 무엇인지를 다 알
고 난 뒤에 대중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게 가장
중요하겠더라고.(참여자 6)

이 연구 참여자들이 출가자도 상담이 필요하다고
진술했다. 상담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다는 것, 자신에게 직면함으로써 자기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 특히 한국불교 전통에서는

불교 내 전문상담 제도의 필요성

대부분 감정을 다루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 상담에서

이 연구 참여자들은 상담으로 인해 억압해 두었던

는 다양한 감정을 다룸으로 인해서 빠른 자각과 통

감정이나 미해결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내적 성장

찰이 일어나므로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 등이다.

과 함께 현실 생활의 변화 등을 경험했기 때문에 상
담이 제도화되기를 희망했다. 출가희망자는 출가 전

저 같은 경우에 공부를 하다가 솔직히, 알게
모르게 장애가 생기더라구요. 이런 장애가 생겼을
때～ 진짜 전문가한테 딱 다 털어놔 버리면 딱 해

에 상담을 받게 하거나, 출가 이후에는 승려 교육
과정에서 상담 등이 의무적으로 제도화되기를 희망

결방책이 나오는 것 같아요.(참여자 1)
상담을 함으로써 내가 바로 빨리 직면할 수 있
게 해주잖아요. 상담을 하면 그런 감정에 싸여 있

했다. 이는 상담으로 인해 자기 자신의 긍정적인 변
화를 경험함으로서 다른 동료들에게도 그와 같은 기
회가 주어지기를 희망하는 뜻에서 전문상담 제도화

었을 때 그렇게 되면 수행생활에 엄청난 도움이
되겠죠. 시간 절약도 되고….(참여자 5)

의 필요성을 제안했다고 볼 수 있다.

출가자의 적정 상담 시기

이 연구 참여자들은 출가자의 적정 상담 시기에
대해서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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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면서 탁 걸릴 수 있는 그런 감정들로부
터 한번쯤 이렇게 정제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요.(참여자 4)

❚ 12 차효록

만약에 이런 상담이 스님들한테 가능하다면,
제 생각에는 출가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자
기 문제를 상담 장면에서 좀 다뤄보고 출가를 했

출가자로서 상담받는 것에 어려움과 제한점이 있다
고 진술하였다.

으면 좋겠어요. … 그렇게 되도록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있는 어른 스님, 은사스님, 아
니면 종단 이런 쪽에서 좀더 배려를 해서 이런 질

불교 수행과 상담의 관련성 인식

이 연구 참여자들은 불교가 상담과 언어표현만 다

높은 상담을 받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
는.(참여자 8)

를 뿐이지 심리학에서 말하는 상담이라고 진술했다.
불교와 상담이 마음을 다룬다는 점, 자기 스스로 인
식하게 하는 점, 현재 자기 자신의 상태를 깨어서

출가 전문상담자 양성의 필요성

이 연구 참여자에 의하면, 출가자 개인의 문제 원
인과 해결에 대한 전문적인 방법으로서의 접근 때문
에, 여성 출가자라는 특수성 때문에, 출가자의 지속적
인 관리 때문에, 승가 내(內)의 문제는 승가 내부에서
해결되기를 바라는 희망 때문에 전문상담자 자격을
갖춘 출가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상담을 전문으로 하
는 출가자가 생긴다면 출가자는 물론이거니와 일반

바르게 보게 하는 점, 상구보리와 하화중생이 별개
가 아니듯이 상담수련으로 인해 상담자와 내담자가
모두 성숙해진다는 점 등에서 불교와 상담이 서로
관련성이 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서양심리학이 수
술하듯 분석하는 것이라면 동양심리학은 관찰하는
것, 서양 심리학이 그 한계를 불교에서 찾고자 한다
는 것이다. 그러나 불교 수행과는 달리 상담에서는
감정을 다룬다는 점에서 불교수행을 보충시켜 줄 수

재가자들의 심리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될 것이다.

있을 것이라고 했고, 상담은 유식에 관심을 갖지만
유식(학) 자체만으로는 생활에서 활용 범위가 부족

전문상담자를 대신할 만한 그런 스님이 주변에

한 것 같다고 했다.

없습니다. … 우리가 상담이라고 말하면 좀더 전
문가적인 어떤 게 느껴지는데, 불교상담은 스님의
전문적인 것 같은….(참여자 7)

심리! 심리다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간화선
과 무엇이 다른 바가 있는데! 마음 다루는 건
데….(참여자 2)

예를 들어서 일반 재가자와 다룰 수 있는 문제
를 모두 다 다룰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같
은 종교인으로서 혹은 같은 비구니 스님으로서 다

부처님 법 자체가 중생의 마음을 헤아리는 부
분이지 …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부분이 더
강하잖아요. … 불교가 상담과 하나라고 생각해요

루면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도 있겠다 싶어요.
서로 좀 장단점이 있겠지만.(참여자 8)

… 경전 속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대기설
법이 상담이라고 생각하니까. (참여자 3)

불교 수행과 상담의 관계
이 연구 참여자들이 상담 과정이나 이후에 불교와
의 관련성에 대해서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진술

이 연구 참여자들은 불교와 상담이 서로 관련성이

했다. 그리고 상담에서 상담자와 내담자 모두 아상

있기도 하지만, 서양심리학이 수술하듯 분석하는 것

(我相)을 내려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였

이라면 동양심리학은 관찰하는 것, 서양 심리학이

으며, 상담자가 불교를 이해한다는 점이 상담과정에

그 한계를 불교에서 찾고자 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느꼈다고 했다. 그러나 불교 수행과는 달리 상담에

- 150 -

여성 출가자의 상담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13 ❚

놔 버리자 마! 그러면서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
까 그때부터 홀가분해져 버리더라고. (참여자 6)

서는 감정을 다룬다는 점에서 불교수행을 보충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상담은 유식에 관심을
갖지만 유식(학) 자체만으로는 생활에서 활용 범위

불교를 이해하는 상담자

가 부족한 것 같다고 했다.

여성 출가자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정서와 삶의 방
상담자와 내담자의 아상(我相)없는 자세가 중요함을

식 및 전통이 있다. 상담자가 이러한 점을 알고 이

인식

해한다는 것은 라포 형성은 물론이거니와 내담자의

이 연구에 의하면, 상담자와 내담자 모두 상담의

성장과 깊은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 이 연구 참여

전체 관계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

자들은 상담자가 불교도로서 불교를 알고 이해한다

다. 내담자가 자연스럽게 자신의 문제를 풀어낼 수

는 점과 승가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점이 상

있도록 이끌어 내는 점, 상담자의 경청하는 자세, 상

담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진술했다. 내담

담자의 진실성, 상담자의 아상(我相) 없음, 내담자를

자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통찰하고 출가자로서 삶을

직면하게 하는 점, 상담자의 인내 등은 참여자가 느

살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주는 점, 불교의 공(空)

낀 상담자의 긍정적인 자세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담

을 이해하고 상담 관계를 마무리 하는 점, 무상(無

자를 의사로 생각함, 상담에 진실함, 용감함, 상담자

常)이나 무아(無我) 등 붓다의 가르침을 새로운 시

를 신뢰함, 상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등은 상담에

각으로 이해하도록 해석하는 점, 문제 해결과정에서

임하는 내담자의 긍정적인 자세로 나타났다. 그러나

붓다의 가르침과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점 등은

참여자 가운데 상담 과정에서 자신의 종교적인 신분

상담자가 불교를 알고 이해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을 의식하는가 하면 자신의 문제에서 회피하려는 참

점들이 출가자의 삶을 사는 내담자를 성장하도록 하

여자도 있었다. 따라서 상담자와 내담자 모두 아상

는 데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我相)을 내려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다.
상담을 할 때에 공도리(空道理)로 본다는 것.
… 내가 듣기로는 당신이 책으로 봤어도 공도리를
머리로 알았기 때문에 내담자에게 공도리로 팍 넣
어주면서 마감을 탁 짓는 것. 이것은 교수님만의

상담자를 보면 상대방을 무조건 수용해 주고
이해해 주고 하는 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
이 충분히 되려면 상담자의 아상이 없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아상(我相)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
구나 하는 것을 어렴풋하게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유일한 방법이 아니었었나.(참여자 2)
가장 크게 와 닿는 것이, 초기에 부처님께서
설했던 무상(無常)이나 무아(無我) 부분이 몸속으

무아(無我)의 상태가 되어야 상대방을 제대로 이
해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야기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참여자 5)

로 많이 와 닿았고, 기본적으로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다른 것을 하게 되니까 좀 많이 변한 거
죠.(참여자 4)

상담을 처음 시작할 때는, 내가 적어도 30년
동안이나 출가를 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서 내 마음 속에 있는 무언가를 하나 해결하
지 못하고 일반인 상담자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털어놔야 하나, 이런 데에 대해서 망설임도 있었
고 사실은 갈등이 좀 있었어요. … 다 한번 털어

상담 받기 어려움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담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 주
변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거리나 장소, 재정 등의

- 151 -

❚ 14 차효록

끊임없는 문제들이 다음에 등장할 등장인물처럼
솟구치고 있으니까. 나는 언제 등장하게 해주나～
커튼 뒤에 숨어 있는 주인공들인 것 같아요.(참여

현실적인 문제가 따를 수 있다. 이 연구 참여자들은
상담에 참여하면서 상담 비용에 대한 부담이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회기는 곧 비용과

자 7)

관련이 있는 것으로 더 많은 회기를 원했던 참여자
들도 상담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더 할 수 없는

결과 요약

경우도 있었다. 또 1회의 상담 시간인 50분이 짧게

이 연구는 여성 출가자로서 상담을 받은 경험으로

느껴졌다는 것, 상담자와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서

인해 수행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불교 수행에

생기는 상담 장소의 변경 등이 여성 출가자로서 상

대한 자세나 수행 방향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담에 응하면서 경험한 현실적인 어려움이라고 진술

알아보고, 불교 수행과 상담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

했다. 참여자 가운데는 상담 비용에 대해서 은사스

이었다. 연구 결과, 여성 출가자들은 개인의 문제를

님이나 종단적인 지원이 있기를 소망하기도 했다.

전문 상담자와 다뤄봄으로써 내적 성장을 경험한 것
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상담을 통해 객관적으로

재정적인 여유가 있었으면 충분히 더 받을 수

자기 자신을 알고 바라보게 되었고, 감정을 다룸으

있겠다 싶었죠.(참여자 4)
나는 12회기를 받으면서 부족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상담을 안한

로 인해 빠른 자각과 통찰이 일어남으로써 생활의
변화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참여자들은 상담자를 보

다면 이대로 괜찮아요. 충분한데, 내가 다른 사람
을 상담해준다고 생각하니까 12회기가 부족하다
는 생각이 들었어요.(참여자 5)

면서 아상(我相) 없음을 알게 되었고, 상담자가 아
상이 없을 때 내담자의 말을 경청하고 수용할 수 있
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또한 참선과 같은

상담에서의 제한점

특정 수행법을 고집하지 않게 되었고, 아상을 내려

이 연구 참여자들은 일정 기간 동안 내담자가 상

놓는 것이 용이해졌다고 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자

담을 유도한 것 같은 부담과 핵심 문제를 잡아주지

각하게 되면서 승려로서의 바른 수행관을 정립할 수

못한 것,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자기 자신도 모르게 어떤 대상이나 사람에

서 종결한 것, 회피하고 다루지 않았던 것이 있는데

게 의지했음을 자각하고 붓다의 가르침을 재인식하

종결한 것, 내담자의 표현만을 다룬다는 것, 미해결

는 계기가 되었다고 진술했다.
이 연구 참여자들은 불교와 상담이 언어표현만 다

된 문제를 상담에서 더 다루기를 원했지만 종결해야
했던 것 등이 상담에서 아쉬웠다고 했다.

를 뿐이지, 불교와 상담이 마음을 다룬다는 점, 자기
스스로 인식하게 하는 점, 현재 상태를 깨어서 자기

빠진 부분이 은사스님과 살았던 5년 부분, 그
부분만 빼고 거의 다 훑어봤거든요. … 내가 이성
간에 그런 거리낌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말하
기가 거북한 부분! 그런 것도 작용했겠죠! ….(참
여자 5)
아쉽죠. … 내가 가진 참 많은 문제들 중에서
몇 가지는 조금 해결했다고 보는데 … 제 속에서

자신을 바르게 보게 하는 점, 상구보리와 하화중생
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듯이 상담수련으로 인해 상담
자와 내담자가 모두 성숙해진다는 점 등에서 불교와
상담이 서로 유사성이 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상
담과 불교가 서로 차이점도 있다고 진술했다. (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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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심리학)이 수술하듯 분석하는 것이라면 동양심

발달의 동일한 연속체의 서로 다른 부분을 이야기한

리학은 관찰하는 것, 서양 상담심리학이 그 한계를

다는 엥글러(1999)나, 공통된 목적에 이르는 서로

불교에서 찾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다른 두 길 이라는 엡스타인 Epstein(2006) 그리

한국 불교 수행에서는 다루지 않는 감정을 상담에서

고 불교와 심리치료가 상호 지원적 관계라고 말한

는 다룬다는 점에서 불교수행을 보충시켜 줄 수 있

웰우드(2008)의 입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와 같은 맥락으로 미국을 대표하는 명상지도자이자
심리치료자인 콘필드 Kornfield(2006)는 오랜 수행
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았던 자신의 내면의 문제 -

논의

감정적인 미숙함, 비난과 두려움, 수용과 거부 - 를

이 연구에 의하면 출가자들이 상담을 통해 내적

심리치료를 통해 극복했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개인

성장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리치료의 공

적인 경험과 많은 사례를 통해서 불교 명상과 심리

헌이라고 볼 수 있다. 심리학에서는 강한 자아감을

치료의 상보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갖지’ 못하면 자기중심성을 초월할 수 없다(Welwood,

콘필드(2006)는 명상 수행에 관한 잘못된 믿음

1989:80)고 하였고, 심리치료는 자신을 매우 실용적인

때문에 수행 공동체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방법으로 이해하도록 돕는다(Welwood, 1989:82)고

강조하였는데, 이 연구에 의하면 수행생활 과정에서

말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상담이 불교[수행]와 하나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심신(心身)의 괴로움이나

또는 유사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둘 다 마음을 다룬

문제에 대해서 승가 내에서 전문적으로 ‘대화’할 수

다는 점, 자기 스스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 자기 자

있는 장[제도]과 대화할 수 있는 대상[전문상담자]

신을 바르게 보게 하는 점 등이 그렇다는 것이다.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전통적인 불교 수

이는 프롬 Fromm(2000)이 정신과학과 선(禪)이

행 방법은 개인적인 심리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경향

모두 인간의 본성과 인간을 변혁으로 이끄는 실천을

이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수행생활에 부정적인 요

다루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있다. 그리고 엥글러 Engler(1999)가 말했듯이, 둘

그리고 사찰에서 이뤄지는 출가자의 상담이 전문

다 그릇된 현실 검증을 위한 자각이 필요하다. 이동

성에서 그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찰에서

식(2008) 역시 불교와 심리치료가 유사하다고 하였

의 상담은 대체적으로 업의 결과로 돌리거나 기도나

는데, 그는 “불교란 집착을 없애는 것이 핵심이고 마

천도제, 염불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고, 자세하고 친

음을 정화(淨化)하는 것이며, 서양식으로 말하면 정

절하게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담자에게 관심

신치료”라고 말하였다. 그는 절에 가서 도 닦는다고

을 갖고 경청하는 자세가 부족하고, 마음을 터놓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서양식 정신치료를 우선 가르쳐

대화할 대상이 없으며, 감정 등을 다루지 않는 문제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가 있기 때문에 출가자는 전문상담자의 지식과 방법

그리고 참여자들은 상담이 불교 수행을 보완시켜

등을 갖출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는, 두 전통은

반 상담자도 불교와 출가자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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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만 출가자를 대상으로 상담할 때 신뢰가 형성될

으로 목적 사례 표집을 통해 모집단의 독특한 특성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드러내는 사례로 참여자들이 상담에 열린 마음으로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상담은 불교 수행을 보충

참여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 결과를

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불

상담에 이해가 부족한 스님들에게 적용하는 데는 한

교계에서는 상담(학)/심리치료에 대한 바른 이해와

계가 있다. 그리고 한국의 전통적인 불교 수행방법인

수용 및 활용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상담/심리

선(禪)이나 염불 등으로 자신의 문제를 다룬 수행자

치료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져야만 한다. 왓츠

를 대상으로 인터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담으로 인

Watts(1961)가 동양 종교의 수행을 서양의 심리치

한 변화와 비교할 수 없었다는 한계점이 있다.

료와 같은 것으로 자리매김하고, 수행법에서 테라피
적 요소를 보게 된 것처럼, 이제 불교계도 서양의

연구의 진행 과정에서 느꼈던 점을 토대로 후속

심리치료를 수행의 한가지 방법으로 받아들이는 안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앞으로 출가자의 개인적인

목이 필요하다.

심리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다룰 것인지에 대한 논의
와 연구가 있기를 기대한다. 예를 들어 삼장(三藏)

이 연구의 의의는 첫째, 상담자 역할을 담당하게

을 통한 문헌학적 연구나 심리적인 문제를 특정 수

되는 한국의 여성 출가자를 대상으로 상담 경험을

행방법으로써 수행해본 결과에 대한 연구 등이 이뤄

현상학적으로 연구했다는 점이다. 이는 연구 대상

지길 기대한다. 또한 출가자를 대상으로 한국의 전

측면에서 기존 연구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질적 연

통적인 불교수행 방법인 참선이나 염불 등과 같은

구로서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둘째, 상담자의 역할

수행방법으로써 자신의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심리

을 담당하게 되는 출가자에게 상담에 대한 전문적인

문제를 해결한 사례에 대한 질적․양적 연구가 이뤄

지식과 방법 및 자질이 요구된다는 점을 밝힌 것이

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 이는 불교와 상담 양 분야에서 각각 관심을 갖
는 오늘날 불교계에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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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henomenological study of female monastics’ counseling
experience
Hyo Rok Cha
Korean Buddhist Counseling Development Institute
In recent years a great interest arose to the relationship between Buddhism and counseling and their integration. This
study try to examines how female Buddhist monastics’ experiences of counseling affects their Buddhist practice, attitude
or orientation toward the practice, and searches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Buddhism and counseling. For this study,
researcher has interviewed 8 female Buddhist monastics who had counseling experiences with professional counselor
of more than 12 sessions. Interview data was qualitatively analyzed using Colaizzi’s phenomenological methods. In result
of the analysis, 14 themes were extracted from the data. These themes include change of female Buddhist monastics’
practice life, understanding of counseling, relationship between Buddhist practice and counseling. The 8 Interview have
reported that they could experience self-growth through these three things: 1. dealing with the oppressed emotions and
issues, 2. and resultant self-awareness and insights, 3. self-confrontation. They also have reported that even monastics
should get some counseling if needed, and Buddhist practice and counseling have similarity and difference. Finally they
have suggested that Buddhist practices and psychotherapy complement each other.
Key Words : female Buddhist monastic, Bhikkhuni, counseling, phenome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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