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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정서행동치료에서 「논박」에
대한 목회상담적 응용 가능성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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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요 섭(Ph.D., D .Min .)*

I. 여는 글
목회상담은 일반상담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상담 분야이기는 하지만 목회상담이 특별한 문제만을 다루
는 것은 아니다. 즉 목회상담은 일반적으로 신자들이 궁금해하는 성경 해석과 적용의 문제를 포함한 신
앙상담으로부터 심리 상담까지 다루지 않는 부분이 없을 만큼 다양한 내용을 상담하게 된다. 그 가운데
심리 상담의 경우에 상담자는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 신념체계(irrational belief system)를 포함하
여 우울증, 불안증, 공포증, 강박증, 망상증, 정신분열증 등 잘못된 사고를 발견, 분석한 후에 성경적인
사고로 수정해 주는 상담을 하게 된다. 따라서 많은 목회상담 이론들이 내담자의 비합리적 신념체계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상담 기법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내담자의 비합리적 신념체계의 변화에 괄목할만한 치료 기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1993년에 Albert Ellis에 의해서 창안된 이론인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REBT: rational emotive behavioral
therapy) 이다. 이 치료 기법은 분명하고 단순하여 많은 치료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
다.1) 하지만 이것을 목회상담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상당한 한계가 뒤따르게 된다. 그 이유는 이것
이 전적인 세속상담 이론으로서 비신학적, 비신앙적 토대에서 수립된 이론과 기법이기 때문이다. 근래에
이 이론을 기초한 치료 기법을 목회상담에 여과없이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REBT의 주요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 ABCDE 이론 가운데서 치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
는 D(dispute) 즉 논박(論駁)의 개념을 고찰한 후, 이를 복음주의 목회상담학적인 입장에서 비판하여 그
한계를 제시하고 아울러서 적용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펴는 글
A. REBT의 이해
Ellis는 정신분석학자 Karen Horney의 제자로서 본디 정신분석학파(psychoanalysis)의 심리학 이론을 학
습하여 그것을 심리치료에 그대로 적용했던 자였다.2) 하지만 그는 대학원에서 배운 정신분석학적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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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anton L. Jones & Richard E. Butmann, Modern Psycho-therap ies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1991), 179.
2) Ellis는 정신분석학파인 Karen Honey, Alfred Adler, Erich Fromm, Harry Stack Sullivan 등으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았

에 기초한 심리치료의 효과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이 이론은 매우 피상적이고 비과학적이며 지나
치게 전문적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활용하기가 곤란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결국 이 이론과 기법을
포기하게 되었다. 그가 발견한 전통적인 심리치료 기법들의 결정적인 한계는 내담자가 수년간의 치료와
상담을 받고도 여전히 상담자의 지속적인 도움없이는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 나갈 능력
이 길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Ellis의 분석에 따르면 정신분석학은 오랜 치료 기간을 요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다. 장기간의 치료는 내담자로 하여금 상담자에 대한 의존성
(dependency)만을 고양시키게 된다고 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담자들이 상담을 받느라 시간과 경비를
많이 투자했다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치료적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결과
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하여 Ellis는 다양한 심리치료의 방법을 실행하다가 인본주의
(humanism)와 행동주의(behaviorism)의 치료 등을 혼합하여 REBT라는 자신의 치료법을 고안하게 된 것이
다.3)

B. ABCDE 이론의 개념
REBT에서는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상담의 과정과 그 효과를 설명하는 것으로 상담이 시작된다. 그래
서 내담자가 비합리적 신념과 잘못된 인식에 노출됨으로써 나타나는 폐해, 그것이 정서적, 행동적 장애
에 인과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깨닫도록 하고 상담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어떠한 변화
를 경험하게 되는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ABCDE 이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4)
ABCDE 이론에서는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 신념체계의 형성이 생물학적 결함에서 오는 경우
도 있다고 보지만 근본적으로는 부정적 인식에 대한 소산물임을 밝히고 그것이 형성되는 과정과 변화의
방법으로서 ABCDE를 설명한다. A(activating experience or event)는 촉발적 경험이나 사건 또는 선행 사
건(antecedent)을 의미한다. B(belief system)는 신념체계, C(consequence emotion)는 감정의 결과, D(dispute)
는 논박을 의미하며, E(effect)는 앞의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심리적 효과로서 합리적인 결과에 이르
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E는 자기 파괴적 이데올로기를 버리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삶의 철학을 획득
하는 것, 자신과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일상생활에 필연적인 불만족을 수용하게 되는 결과를 의미한다
고 볼 수 있다. 또한 E는 A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좀더 적절한 감정적 반응을 의미한다고 했다.5)
일각에서는 이것을 격려(energization)로 이해하기도 한다. 이것을 격려로 본다면 E는 결과가 아니라 D에
이어지는 치료 기법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핵심적인 치료 개념은 D, 즉 논박이다. ABC는 비합리적 신념체계가 형성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D는 행동수정의 방법이고 E는 그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이다.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자기 패배적
인 철학을 논박하도록 하고 비현실적이며 입증할 수 없는 가설을 버리는 과학적 원리를 적용하여 치료
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다.6) 비합리적 신념을 포기할 때까지 합리적 신념과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싸우는
었다. Ellis, My Early Experiences in Developing the Practice of Psychology, Prof 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23 (1992): 7-10.
3) Albert Ellis & Bernard, (eds.) Clinical App lications of Rational Emotive Therapy (New York: Plenum, 1985), 2. 이
이론을 따르는 대표적인 학자는 Ellis를 비롯하여 Aaron T. Beck, David D. Burns, Mark R. McMinn 등이다. 일각에서
는 Ellis가 고안한 치료 기법은 여전히 정신분석학 성향을 띤 Alfred B. Adler의 개인심리학이 반영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4) 일반적으로 내담자는 설득적 메시지를 듣게 되면 그에 대한 첫 번째 반응으로서 그 메시지가 수용의 범위 내
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고려하게 된다. 설득적 메시지가 수용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행동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비합리적 신념에 대한 논박이 설득적 메시지로서 내담자의 수용 범위 내에 있을 때
행동 변화가 수월해진다.
5) Chris Thurman, The Lies We Believe, 임송현 역,「우리가 믿고 있는 거짓말들」(서울: 나침반, 1997), 12 1.
6) Gerald Corey, Theory and Practice of Group Counseling, 조현춘외 3인, 「집단심리 상담의 이론과 실제」(서울: 시그
마프레스, 1999), 445.

방법을 보여주고, 가르치며, 훈련하는 과정을 거친 후 치료에 이르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C. 논박의 이해
1. 논박의 개념
논박은 내담자가 겪고 있는 비합리적 신념체계 다른 표현으로 부정적 사고에 의한 논리적 오류
기능적 사고(dysfunctional thinking)

역

정서적 장애(emotive disorder) 등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다. Ellis는 비합리적 신념체계가 형성되면 공포에 빠지게 된다고 보고 이것을 awfulizing이라
불렀으며 공포를 제거하는 것을 일컬어 de-awfulizing이라고 부르기도 했다.7) 논박은 한글의 사전적 개념
으로 잘못된 것을 공격하여 말함
말함 으로 정의하고

있다.9)

다른 사람의 설의 잘못을 논하여 반박함

8)

또는 잘못된 것을 쳐서

이를 다른 말로는 박론 또는 반박 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신명기 1장 12

절에 But how can I bear your problems and your burdens and your disputes all by myself?(신 1:12, NIV
)

10)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한글 개역 성경에는 다툼 으로 번역되었고, KJV(King James Version)이

나 RSV(Revised Standard Version)에서는 strife(투쟁, 다툼, 싸움) 로 번역되었다. 논박은 마음 속에서 발생
되는 잘못된 생각과의 투쟁이며 다툼으로 이해해도 틀린 개념은 아니다.
Ellis는 논박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인 신념이나 사고의 상념 및 자동적
사고에 대해서 과연 그 사상이 사리에 맞고 합리적인지를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11) 논박의 인
지적 기법은 철학적 설득이나 교훈적 제시, 그리고 Socrates식의 대화법을 통하여 내담자의 비합리적 사
고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다.12) Socrates식의 대화법은 Socrates가 그의 제자들을 가르칠 때 사용하
던 교육방법으로서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막연하고 불확실한 지식을 바른 개념으로 유도하려고 했던 것
이다.13) 이 과정에서 내담자가 자신의 머리 속에 있는 생각을 스스로 탐색해 나가거나 자신이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신념들을 상담자의 예리하고 분석적인 질문을 통하여 통찰하고, 사색하고, 정리하게 된다.
Chris Thurman은 이를 일컬어서 진실한 대화 라고 이해했다.14) 이 대화는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아니라
자신과의 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Gary R. Collins는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존재라고 보았
다.15)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에 근거한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무의식적으로 형성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의한 반응으로써 형성되기도 한다.16) 즉 논박은

7) Wayne Dobratz, Telling Yourself the Truth. http://ministryhealth.cis.
8) 이희승 편저, 「국어대사전」(서울: 민중서림, 1994), 논박.
9) 한글학회 편, 「우리말 큰 사전」(서울: 어문각, 199 1), 논박.
10)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것과 너희의 무거운 짐과 너희의 다툼을 담당할 수 있으랴?
11) Albert Ellis, Anger: How to Live with and without It, 홍경자, 김선남 공역 「화가 날 때 읽는 책」(서울: 학지
사, 1999), 15. Ellis는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수용의 방식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 변화는 부지런한 실천과 연습
의 산물임을 인정하기 (2) 변할 수 없는 것에 대해 투덜대지 않으면서 수용하기 (3) 자신이 불완전하다는 현실을 수
용하기 (4) 자신이나 타인에 대해 비난하지 않기 (5) 단기적인 편안함보다는 장기적인 즐거움을 택하기 등이다.
Corey, Theory and Practice of Group Counseling, 447. Bianca C. Murphy와 Carolyn Dillon도 자동화된 생각에 저항하도
록 하기 위해서 상담하는 것이다. Murphy & Dillon, Interviewing in Action Relationship, Process, and Change (Pacific
Grove, CA: Brooks, 2003), 156
12) 박경애, 「인지·정서·행동 치료」(서울: 학지사, 1998), 246.
13) Socrates식 대화법의 원리는 다섯 가지가 제시되고 있다. (1) 일문일답의 형식을 따라 한다. (2) 합의에 도달
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한다. (3) 질문을 던질 때 장황하게 말을 늘어 놓거나 토론의 원줄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
록 유념한다, (4) 비합리적 생각에 대해서만 말하며 시비를 해서는 안된다. (5) 한 번에 많은 양의 질문은 삼간다.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유를 가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준다. 박경애, 248.
14) Thurman, 306.
15) Gary R. Collins, The Magnif icent Mind. 허영자 역, 「마음탐구」(서울: 두란노서원, 1997), 15-16.
16) 이를테면 어머니가 아들에게 거듭 반복하여 너는 성공하기는 다 틀렸다! 라고 말을 하면 마침내 그는 어머
니로부터 들은 말을 그대로 믿게 될 것이며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실패할 것을 예상하고 성공의 귀로
에서도 나는 성공하지 못할거야! 라는 자기 이야기를 듣고 실패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으로서 심리학에서 이것은 자

내담자 자신이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비합리적 자아 언어 또는 내면화된 문장 이나 허위적 사고 를
반박하거나 적어도 그 강도가 약화 될 때까지 구체적이며 반복적인 거부를 통해서 이를 무력화, 무효화
시키는 것이다.17)
Jay E. Adams는 논박을 일컬어 대적(resistance) 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죄에 대한 거부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 대적 의 개념은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진술했다. 즉 야고보서 4장 7절에
기록된 대로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 적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는 성경 구

절로부터 대적의 개념을 도출해 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께서 사용하신 방법임을 들어 성경적 기
초를 제시했다.18) 따라서 상담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비합리적 신념체계는 물론, 죄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대적을 시도할 때 비로소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비합리적이고 왜곡된 자동적 사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박하지 않는 것은 그 생각에 대한 무언의
동의가 되기 때문에 심리 치료와 회복이 가능하지 않게 된다.19) 그러므로 심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자기
방어이며 동시에 공격으로서 논박을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치료에서는 내담자의 문제를 잘 듣는 것으
로 해결된다고 보지 않고 상담자에 의한 적극적인 개입의 방법을 취하게 된다. 이런 면에서 볼 때에 합
리적 정서 행동 치료 방법은 강의식(didatic)이며 지시적인 상담(directive counseling)에 속한다고 볼 수 있
다.20)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의 이론을 상담에 적용했던 학자들 가운데 P. Dubois, J. DeJerine, E.
Gaukler, F. Thorne은 모두 지시적 상담 방법(directive counseling)에 기초를 두었다. 합리적 정서 행동 치
료 자체가 지시적 상담방법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며 논박은 지시적 상담에 기초를 두고 있다.21)
2. 논박의 대상 및 방법
1) 논박의 대상
논박의 대상은 바로 비합리적 신념체계와 자동적 사고(thought) 및 부정적 인지(cognition)가 그 목표가
된다. 논박은 부정적 인식이 사고로 형성된 것을 몰아내는 작업이므로 동시적으로 긍정적 인식을 심도
록 해야 한다.22) 논박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논박의 대상인 비합리적 신념체계의 폐해를 내
담자가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박하지 않으면 회복과 치료가 불가능
하게 된다는 사실도 인정하도록 한다.23) 이 이론은 본래적으로 목회상담학 이론이 아니므로 죄에 대해
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죄는 비합리적 신념체계에 포함시킬 수도 있겠으나 비합리적 신념체계와 죄를 동
일시할 수는 없다. 죄는 항상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합리성으로 치장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목회상담
에서 논박의 주요 대상은 죄가 그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의 논박 개
념을 목회상담적으로 응용하는 데에는 그 한계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Ellis는 인간은 본래적으로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행동하는 유기체라고 가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담
자에게 비합리적 신념체계가 형성된다는 것은 바람하지 못한 사고의 수립이므로 이것이 논박의 대상이

기 충족적 예언(self fulfillment prophecy)이라고 한다.
17) Corey, Theory and Practice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454.
18) Jay E. Adams, The Christian Counselor 's Manual (Grand Rapids: Zondervan, 1973), 197.
19) Mark R. McMinn, Cognitive Therapy Techniques in Christian Counseling, 정동섭 역, 「기독교 상담과 인지 요
법」(서울: 두란노, 1997), 135.
20) Albert Ellis, Comments on My Critics, M. E. Bernard & DiGiuseppe, (eds.) Inside Rational Emotive Therapy: A
Critical App rasial of the Theory and Therapy f or Albert Ellis (New York: Academic Press, 1989), 199-223.
21) Jones & Butmann, 179.
22) Gerald Corey, Theory and Practice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조현춘, 조현재 공역, 「심리상담의 치료의
이론과 실제」(서울: 시그마프레스, 1996), 455.
23) Ellis, Anger, 75, 94. 일반적으로 내담자는 설득적 메시지를 듣게 되면 그에 대한 첫 번째 반응으로서 그 메
시지가 수용의 범위 내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고려하게 된다. 설득적 메시지가 수용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행동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비합리적 신념에 대한 논박이 설득적 메시지로서 내담자의
수용 범위 내에 있을 때 행동 변화가 수월해진다.

라고 보았다.24) 구체적으로 이것은 자동적 사고로서의 상상을 말하면서 생각의 질병(비합리적 신념)은
생각(합리적 신념)으로 치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신학적인 인간관과는 반대적 개념이다. 신학적
인간관은 Ellis의 견해와는 상반되는 것으로서 인간은 본래적으로 선을 사고를 갖고 행동하는 존재임을
거부한다. 신학적 인간관은 인간의 내면에 본래적인 악이 내재되어 있는데 이것은 선천적이며 본래적
죄로서 인간의 지, 정, 의를 타락시켰다고 보기 때문에 인간은 본디 악을 사고하고 그것을 행동하려는
잠재력을 가진 존재로 이해한다. 그러므로 Ellis의 주장은 신학의 인간론과 죄론으로부터 일탈되어 있다.
정신분석학에 기초한 상담에서는 최면술(hypnosis)을 대신하여 자유 연상(free-association)을 치료의 주
요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내담자의 마음 속에서 떠오르는 의식에 논리를 적용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무엇이든지 말하도록 하여 과거에 있었던 사건, 무의식에 억압되었던 정서 등을 배출하도록 한다.
즉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문제를 자유 연상을 통해 의식으로 올려서 치료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개
념이다. 그러나 이런 방법의 치료를 부정한 학자는 William Backus & Marie Chapian이다. 이들은 진리
요법(truth therapy)을 개발하여 저서를 발표하여 그 내용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Freud를 공격한 부분은 많
지 않으나 책 내용 전체가 자유 연상과 같이 떠 다니는 공상들을 아무 것이나 붙잡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이것이 심리적 질환들을 악화시키는 지름길임을 밝히고 있다.25)
정신분석적 방법뿐만 아니라 행동주의 심리학적인 방법 가운데 내파 요법(implosive therapy)이나 홍수
요법(flooding) 등은 내담자가 느끼고 있는 불안이나 공포 등을 비롯한 혐오적 사고에 대해서 오히려 계
속적으로 그것을 반복, 상상하여 그것에 익숙해짐으로써 치료에 접근한다는 것으로 체계적 탈감법
(systematic desensitization)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치료법들은 진리 요법에 비추어 보면
정면적으로 배치되는 이론일 뿐만 아니라 신학적, 성서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충을 야기시킨다.26)
그런가 하면 또한 행동주의의 다른 기법 가운데서 사고중지 요법(thought stopping)27)이나 사고 대치요
법(thought replacement), Victor E. Frankl이 사용한 반성제거법(de-reflection) 등은 상당한 치료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비합리적 신념체계에 의한 부정적이며 자동적 사고에 대하여 내담자가 마음 속
으로 스스로

그만!(stop) 이라고 외침으로써 생각을 끊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감정적 동요를

막고 잘못된 사고가 순식간에 제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만! 이라고 외치는 것
보다는 나는 정상이야!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슬프지 않아!

내가 우울해야 될 이유가

없어! 등의 문장을 스스로에게 반복적으로 외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때도 있다고 주장한다. Thurman
도 이것을 사고 정지 방법 이라고 하여 매우 유용한 상담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는 한두 번 이렇게 하여 비합리적 신념체계가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동안 이런 생각을 쫓
아낼 수 있는 기법이 된다고 하면서 이것을 반복된 훈련함으로써 결국 회복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했다. 논박은 진리의 계속적 반복에 의해서 합리적 신념체계가 형성될 때까지 반복되어야 한다. 내
담자가 자신의 인식 속에 있는 비합리적 신념을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지식은 중요한 것
이 아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강하게 그리고 즉각적, 반복적, 구체적, 적극적인 공격의 훈련이 필요
하며 결국 효과적 거부, 논박, 대적이 치료의 첩경이 되는 것이다.
특히 Thurman에 따르면 내담자 가운데 특정 문제나 고민에 대하여 강한 집착을 보이는 사람일수록
이 방법이 매우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28) Bobbe Sommer는 CRAFT 요법을 주장했는데 그것은 (1)
Cancel(중지: 오래된 부정적 사고의 중지) (2) Replace(대치: 새로운 긍정적 사고로 대치) (3) Affirm (확인:
새로운 자기 상의 확립) (4) Focus(초점: 성공적 자기 상의 초점 수립) (5) Train(훈련: 새로운 태도와 행
24) Albert Ellis, Humanistic Psychotherapy: The Rational Emotive App roach (New York: Julian, 1973), 70, 77.
25) William Backus & Marie Chapian, Telling Yourself the Truth (Minneapolis: Bethany, 1980), 17.
26) 내파 요법과 홍수 요법의 차이는 내담자가 상상하는 장면의 형태에 달렸다. 즉 내파 요법에서는 내담자가 무섭고 혐오적
인 결과를 상상적 수준에서 경험하게 되지만 홍수 요법에서는 심리역동적 해석을 포함하지 않고, 두려움을 일으키는 자극을 두
려운 결과와 관련짓지도 않은 채, 일정한 시간동안 상상하게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7) 이를 생각 정지령 이라고도 하는데 이 기법을 제일 먼저 개발한 사람은 Bain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으나 Joseph Wolpe가
강박 관념을 치료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8) Thurman, 257-258.

동으로 훈련)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치료 방법이다. 여기서 Sommer는 논박을 일컬어 중지(cancel) 라는
단어로 사용하면서 부정적 사고를 거부, 중지하는 것이 회복의 첫 걸음임을 강조했다.29) 이에 대해서
Sommer는 커다란 효과를 입증하는 사례들을 제시했다.30)
내담자 자신이 비합리적 신념체계에 대항하여 스스로 논박하는 기술을 획득하고 그것으로 정서적 장
애를 극복하게 되면 상담이 종결된다. 대개 종결에 이르기까지는 10～20회 전후의 상담을 실시하는 것
으로 되어 있다. REBT에 기초한 상담은 내담자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면서 동시에 내담자 스스로
가 자신의 정서적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의 기술 습득에 강조점을 두는 것이다.31)
목회상담학적인 입장에서 논박의 대상은 단순히 비합리적 신념체계 뿐만 아니라 그것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죄에 대한 논박이 포함되어야 한다. 심리학의 한계는 죄를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것은
목회상담학과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죄를 다루기 위해서는 죄가 될 수 있는 기준의 제시가
있어야 하는데 심리학은 이런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반하여 목회상담학에서는 성경이라는 명
백한 기준의 제시가 죄를 드러내게 한다.
논박은 내담자의 인격이 아니라 단지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 신념과 죄에 대한 것이어야 한
다. 그러므로 논박을 상담에 적용함에 있어서 상담자가 가져야 하는 중요한 태도는 내담자를 존중히 여
기는 것이며 그의 죄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한다. 논박은 내담자 자신의 인격에 대해서는 공
격 또는 논박하거나 조롱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2) 합리적 또는 논리적 증거 요구
논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담자의 비합리적 신념을 찾아내야 하며(detecting)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구별해야 한다(discrimination). 그리고 비합리적 신념을 내담자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반박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debating).32) 이에 대해서 Backus & Chapian도 이와 동일한 주장을 폈는데
그들은 비합리적 신념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 신념을 정면으
로 대응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고 속에 이것이 자리잡지 못하도록 진리로 그 자리를 대치하는
것이라고 보았는데 이는 Ellis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33)
이에 대해서 Ellis는 논박의 세 가지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1) 상담자는 내담자의 비합리적 신념을
감지하고 그것들이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임을 보여주는 것 (2) 상담자는 내담자의 비합리적 신념에 대
해 논박하도록 하고 그것을 지지하는 증거가 없음을 내담자 스스로에게 보여주는 것 (3) 상담자는 내담
자로 하여금 비합리적 신념과 합리적 신념을 구별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34)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사항으로 상담 현장에서 내담자가 왜곡된 자동적 사고를 진실인 양 상담자에게 말하게 되면 상담
자는 내담자의 비합리적 신념에 대하여 바로 수정해 주어야 한다. 만일 상담자가 내담자의 비합리적 신
념에 대하여 듣고도 침묵하고 있으면 내담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에 대하여 상담자가 무언의 동
의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된다고 보았다.35)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는 내담자의 비합리적 신념에 대한
언급을 예사로 취급하지 않고 합리적 또는 논리적 증거 제시를 요구해야 한다. 여기서 증거 요구란 내
29) Bobbe Sommer, Psycho-Cybernetics 2000, 정혜정 역, 「사이코 사이버네틱스」(서울: 다은, 1994), 59.
30) 광장공포증(agoraphobia)은 넓은 곳으로 가면 갑작스럽게 불안이 생겨서 견딜 수 없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 공
포증은 미국의 경우에 성인 전체 인구의 2.7%-5.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성인 전체 인구
가운데 약 5.9% 정도가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Sommer는 Hellen이라는 광장공포증에 자동적이며 비합리적 신념
체계에 노출된 한 여성의 회복에 대한 사례를 밝히고 있다. 이 공포증의 회복에 주로 효과가 나타난 요법은 사고중
지 요법에 의한 것이었다고 진술했다. Sommer, 88-89.
31) 박경애, 30 1.
32) Albert Ellis, Anger: How to Live with and without It, 홍경자, 김선남 공역 「화가 날 때 읽는 책」(서울: 학지
사, 1999), 77.
33) Backus & Chapian, 159.
34) Albert Ellis & M. E. Bernard, What is Rational Emotive Therapy? A. Ellis & R. Grieger, (eds.) Handbook of
Rational Emotive Therapy vol 2 (New York: Springer, 1986).
35) McMinn, 135.

담자가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 신념체계와 부정적이고 자동적이며 허위적인 사고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
는 것이다. 내담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비합리적 신념체계에 대한 합리적이거나 논리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을 때 상담자는 그 신념이 비합리적, 비논리적임을 인식, 인정하도록 강조하고 내담자로
하여금 사고의 변화를 지시해야 한다.
3) 허위적 사고
Backus는 모든 심리적 질환의 원인은 무의식적인 내면의 부정적 언어를 반복적으로 경청하는데서 비
롯된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리고 이 내면의 부정적인 언어를 내면의 거짓말 이라고 불렀다.36) 이 허위적
사고에 익숙해지면 그것을 사실로 인식하게 되어 자신의 인지가 바뀌게 된다. 목회상담학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것들은 바로 거짓의 아비인 마귀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한다(요 8:44).37) 그렇기 때문에 논
박에 대한 복음주의적 목회상담의 견해는 비합리적 신념과 허위적 사고의 궁극적인 핵(core)이라고 할
수 있는 악에 대한 것임을 밝히는 것이다. 이러한 내면의 거짓말, 허위적 사고 등에 대한 심리학이나 정
신의학은 그 설명이 용이하지 않다.
Ellis는 자신이 개발한 한 치료의 기본 사상으로서 헬라 스토아 철학자 Epictetus의 인간은 사물에 의
하여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향하여 취하는 관점에 따라서 고통을 받는다. 는 말에 기원을 두고
있다.38) 그에 반하여 REBT를 기독교상담적으로 응용한 학자는 Backus이다. 그는 진리 요법(truth therapy)
을 개발한 자인데 그의 주장에 따르면 상담학의 치료 기법 가운데 훌륭하다는 방법이 67%의 치료 효과를 얻
는 반면, 이른바 자신이 개발한 진리 요법 은 95%의 치료 효과를 가져왔다는 임상 증거를 제시한 바 있다.39)
Backus의 이론은 예수의 말씀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32) 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즉 모
든 심리적 질병은 진리가 아닌 자신의 내면에서 들리는 부정적, 허위적 사고와 자아 언어를 진리처럼
경청하는 데서 비합리적 신념체계가 형성되어 질병에 이른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고 진리를 경
청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었다. Backus는 내면에서 허위적 사고를 갖도록 하고 그 언어를
들려주거나 듣도록 유혹하는 존재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마귀(Satan)라고 믿고 있다.40) 내면의 허위적
사고와 언어 등 부정적이며 비합리적 신념에 오래 노출되면 마음의 고통을 겪게 되고 그러한 행동성향
까지

발생되기

때문에

결국

우울증,

공포증,

불안증,

망상증,

강박증,

정신분열증

등

신경증

(psycho-neurosis)으로부터 정신증(psychosis)으로 발전할 뿐만 아니라 극단적으로 자살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보았다.41) Thurman은 이것을 단순화시켜 자기와의 대화(self talk) 라고 표현하면서42) 이런 것
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신과의 진실한 대화 를 하는 것이 바로 논박이다.43) 대개 신경증에 노출되는
경우의 대화는 부정적이며 비합리적인 생각의 반복적인 자기 암시로서 진실하지 못한 자기와의 대화를
경청하고 수긍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Backus는 생각에서 비롯된 질환은 생각으로 회복과 치료
가 가능하다고 믿었는데, 모든 심리적 질환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심리적 질환은 생각을 바꿈

36) 나는 아무데도 쓸데없어! 나는 너무 외로워! 사람들은 다 나를 싫어해! 나는 실패자야! 나는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어! 등의 내면에서 들리는 부정적인 소리에 경청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Backus & Chapian, 17.
37) Backus는 내면의 허위적 언어를 경청하다 보면 결국 거짓된 사고의 반복에 노출되는데 이것은 자기 가치격하
를 경험하게 되고, 현실 상황을 지나치게 악화하여 생각한 다음, 장래에 대한 기대무산을 생각하여 극단적으로는 자
살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38) Jones & Butmann, 173.
39) Backus & Chapian, preface.
40) Backus & Chapian, 18.
41) 이른바 영적 전투 라는 것은 이런 악한 영의 잡생각, 죄악된 생각과의 싸움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죄악된 공상을 하는 데에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빠져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이것은 매우 경계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아무 생각도 없이 주인의 의지대로만 움직이는 로버트나 기계로 만들지 않으시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다. 인간은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것으로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42) Thurman, The 12 Best Kep t Secrets f or Living an Emotionally Healthy Lif e, 김병길 역, 「성경적 EQ개발」(서
울: 프리셉트, 1997), 53.
43) Thurman, The Lies We Believe, 12 1.

으로써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여기에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Thurman은 REBT의 ABC 이론을 목회상담에 응용한 자로서 그가 주장한 이론의 핵심도 내면의 부정
적, 허위적 사고와 그 언어를 거부하는 것이 치료임을 밝히고 있다.44) Thurman의 주장은 인간의 두뇌 속
에서 반복적으로 들리는 언어에 대하여 귀기울이는데서 문제가 기인된다고 보았다. 인간의 두뇌는 녹음
기와 같다고 비유하고 두뇌 속에 입력되어 있는 내용 중에는 부정적, 허위적 사고가 상당 부분 있는데
이러한 사고에 장기간 노출되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사고인지도 분간하지 못하고 이를 신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45) 결국 자신이 의식하지도 못하는 잠재의식 속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으며 그것을
동의함으로써 정서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4) 과제 활용
REBT의 상담에서는 내담자 치료를 위하여 과제를 부과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상담
기법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46) 논박을 위한 과제를 부과할 수도 있고 논박이 과
제로 부과될 수도 있다.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논박했는지를 확인
하고 바른 논박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과제 부과의 이유는 행동 변화가 상담 회기 중에 일어
나기보다는 일상생활 중에 나타나야 하는 것이므로 과제를 통한 내담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하기
위해서이다.47) 과제 부과의 요령으로서는 (1) 상담 시간에 다룬 내용과 관련된 과제를 내 줄 것 (2) 반드
시 치료에 필요한 내용을 과제로 내 줄 것 (3) 내담자가 실행 가능한 내용을 과제로 내 줄 것 (4) 과제
부과의 이유와 과제를 충분히 설명할 것 (5) 차기 상담 회기에서 과제 이행을 반드시 다룰 것 등이다.
또한 과제의 영역으로는 (1) 읽기 (2) 듣기 (3) 쓰기 (4) 심상하기 (5) 생각하기 (6) 이완하기 (7) 활동하기
등이 제시된다.

D. 논박의 목회상담적 응용
1. 논박의 목회상담적 응용 가능성과 비판
REBT를 목회상담학에 응용한 학자들은 그리 많지 않으나 상당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 대표적으
로는 Lawrence Crabb,48) Backus,49) Chapian, Thurman 등을 꼽을 수 있다.50) Backus가 밝힌 논박의 과정은
44) Thurman은 텍사스(Texas)대학교에서 상담심리학박사(Psy.D.) 학위를 받았다. 그는 The Lies We Believes 등의 저서를
통해서 REBT의 목회상담적 적용을 시도했다. Thurman, The 12 Best Kep t Secrets f or Living an Emotionally Healthy Lif e,
5.
45) 이를 다른 말로 record keeping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내면의 허위적 사고 가운데 하나는 완전주의를 의미
한다. 이 완전주의의 개념은 Ellis의 당연성을 그대로 응용한 것으로 이는 Aaron T. Beck의 이론과도 동일하다. 절대
로 실수해서는 안된다는 허위적 사고를 믿는 사람은 자신에게 조그만한 실수를 저질렀을 때 파국을 맞는 것으로 생
각하게 된다. 동시에 나는 완전해야 한다! 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접하기 어려운 자신의 상을 가지고 살게 되므로
늘 자신은 부족하고 열등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신앙적으로 작용될 때 자신의 부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미워하신다고 생각하여 바른 신앙을 형성하지 못하게 된다.
46) REBT에서는 과제라는 용어보다는 자조적 작업(self-help work) 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으며 일각에서는 행
동 연습 이라고도 한다. 과제나 숙제라는 단어는 내담자에게 숙제를 해야하는 부담을 갖도록 하며 자신을 학생 취
급하는 느낌을 주어 거부감을 준다는 이유 때문이다.
47) 박경애, 285.
48) Lawrence Crabb은 우르시누스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일리노이(Illinois)대학교에서 임상심리학을 전공하여 석사박사
학위(M.A., Ph.D.)를 취득하였다. Crabb의 저서 가운데 REBT를 목회상담학적으로 응용한 책은 1975년에 Grand Rapids의 Zondervan
에서 출간한 Basic Principles of Biblical Counseling이다. 이 책은 국내에 번역되었다. 전요섭,「성경적 상담학 개론」서울: 아가페
문화사. 1995.
49) Backus가 저술한 도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대개의 책들은 REBT를 응용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Telling
Yourself the Truth, Telling Yourself the Truth Study Guide, Learning to Tell Myself the Truth, Telling Each Other the Truth, Telling the
Truth to Troubled People, Untwisting Twisted Relationships, Untwisting Twisted Relationships Study Guide, The Good News about

(1) 내면에서 들려오는 허위적 사고로부터 자신을 격리하는 것 (2) 허위적 사고를 정면으로 대응하는 것
(3) 사실에 입각한 진리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라고 했다.51)
논박은 전형적인 REBT의 기법으로 인식되고는 있지만 이것은 이미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
이다. 즉 심리학적 이론 가운데 논박 개념을 연역적으로 그 기초를 성경에 두었다기 보다는 이미 귀납
적으로 목회상담학에 활용되어 왔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목회상담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자세
로 논박의 대상인 비합리적 신념체계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이 되는 죄에 대한 대적과 논박이 강력하게
요구된다. 이것은 REBT의 한계라고도 할 수 있다. Adams는 인간의 부정적, 비합리적 사고, 죄와 관련된
행동에 있어서 그것을 중단하려면 대적(resistance)과 억제(restraint)가 필요하다고 보았다.52) 그는 매우 적
극적으로 이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대적하는 것만이 회피하는 방법임을 제시했다.
Thurman은 논박의 개념에 성경 암송을 포함시키면서 마음 속에 성경을 암송함으로써 비합리적 신념체
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허위적 사고를 제거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은 성경 말씀
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속적인 묵상과 암송은 마침내 그 구절이 생각의 일부가 되
어 마음 깊은 곳에까지 파고들게 되므로 비합리적 신념체계를 무너뜨린다고 보았다.53) 여기서 성경을
몇 구절 암송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진술하기 용이하지 않으나 1개월에 1구절은 너무 부족하다고 보
았으며 적어도 1주일에 1구절을 목표로 암송한다면 사고의 변화를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McMinn도 성경 구절의 암송은 논박의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성경 말씀이
신중하고 적절하게 사용되면 잘못된 핵심 신념에 도전하고 새로운 신념을 확립하도록 도울 수 있다고
피력하면서 내담자에게 성경 구절을 과제로 제시할 수 있다고 보았다.54) 따라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가
지고 있는 비합리적 신념체계에 대응하고 논박할만한 성경 구절을 처방(treatment) 할 수 있어야 한다. 하
지만 상담자가 문맥을 무시한 한 구절만을 선택하여 제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에서 논박은 자조 및 자기 치료적인 방법으로서 치료의 근원인 성령을 인정하
지 않으며 스스로 회복을 시도하고 노력하는 것이다. 또한 논박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단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논박할 수 있는 여지는 발견되지 않는다. 물론
REBT의 논박은 본디 목회상담학 이론이 아니라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바로 그것이 한계이며 제
한점이라고 할 수 있다.

III. 닫는 글
본 연구는 Albert Ellis가 고안한 REBT 가운데 논박 개념의 목회상담학적 응용 가능성을 모색해 보았
다. 목회상담 가운데서 심리 상담의 경우에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 신념체계를 변화시키는 방
법으로써 논박이 응용될 수 있다고 본다. 논박이 심리치료적 효과, 즉 비합리적인 자동적 사고의 차단을
위해서 그 효과가 크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여과없이 목회상담에 응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발견
된다. 목회상담에서는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 신념체계를 대적하고 성경적 사고를 형성시키는

Worry, The Hidden Rif t with God, What Did I Do Wrong ? What Can I Do Now? What do I Do What I Don 't What to Do?
Empowering Parents, Finding the Freedom of Self Control, Finding the Freedom of Self Control Study Guide, Healing Power of a
Healthy Mind, Taking Charge of Your Emotions, Teaching Your Children to Tell Themselves the Truth 등의 저서가 있다.
50) Jones & Butmann, 179.
51) Backus & Chapian, 15.
52) Adams, 197.
53) Thurman, 259-263. REBT에서는 내담자의 비합리적 신념체계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에 대응할만한 합리적 신
념체계를 암송하도록 하는 방법도 사용한다. 이를테면 수치심에 떠는 내담자에게 과제로 제시된 합리적 신념 이 세
상에 수치를 느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야! 나는 수치스럽지 않다! 내가 수치스러워
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등의 문장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암송하도록 요구한다.
54) McMinn, 195.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논박 자체에 목적이나 목표를 두는 것은 의미없는 일이다. 그리고 비합리적 신념
체계가 죄일 수도 있지만 죄가 비합리적 신념체계일 수는 없다. 죄는 합리성을 가장하여 사람들이 거부
를 느끼지 않도록 하여 심리에 안착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목회상담자는 직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러므로 논박 개념의 목회상담적 응용 가능성으로 모색해 볼 수 있으나 기도를 통해서 악한 생각을 논박
할 수 있는 신앙의 강화가 곧 논박의 기초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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