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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애심을 함양하는 자애명상이 상담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상담자
의 자애명상 경험을 공식명상, 일상생활, 그리고 상담 장면에서 살펴보고, 이를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CQR)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6명의 초심상담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 분석 결과 모두 4개의 영역에서 총 36개의 범주가 생성되었다. 자애명상 수행에서 모든 참여
자들은 ‘몸과 마음의 안정감’, 자신과 다른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자애심’, 그리고 ‘수용’을
경험하였고, 대다수의 참여자들이 ‘몸과 마음에서 기쁨을 느낌’, ‘귀하게 여김’, ‘연결감’, ‘연민감’,
‘분노에서 벗어남’, ‘집중이 잘 됨’ 등을 경험하였다. 자애명상을 방해하는 경험으로는 ‘분노’, ‘수행
을 방해하는 여러 잘못된 생각들’, ‘수행 외적 조건의 영향’ 등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자
신의 상태에 대한 알아차림’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는 ‘수용’, ‘몸과
마음의 안정감’, ‘분노에서 벗어남’, ‘연결감’, 그리고 ‘수행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남’ 등이 나타났다.
상담 장면에서 일어난 변화로는 ‘수용’, ‘몸과 마음의 안정감’, 그리고 ‘연결감’ 등이 나타났다. 상담
자의 자애명상 경험이 상담에서 갖는 의미를 논의하고 추후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주요어 : 상담자, 자애명상, 합의적 질적 연구(CQR), 수용, 안정감, 연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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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치료 관계에서 공감과 고르게 떠있는 주의

반복적인 자극대상에 주의를 기울이는 집중명상

(알아차림)를 기르기 위해 명상에 대한 관심이 늘

에 속한다. 위빠사나 명상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

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상담자의 명상수련에서

에서 다수 행해지고 있으나(김정호, 1996a: 이진

길러진 공감과 알아차림을 실제의 상담과 직접적

희, 2001: 박성현, 2006; Konfield, 1979), 자애명상

으로 연결시킨 연구는 없었다(Fritz & Mierzwa,

에 대한 연구는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아직까

1983). Morgan & Morgan(2005)은 심리치료자를 위

지 이뤄진 바가 없다. 위빠사나 명상의 심리치료

한 훈련으로서의 자애명상을 강조하였고, Sussman

적 효과에 관한 질적 연구들(김정호, 1996a: 이진

(1992)은 자애명상은 상담에서, 우리 자신의 수행

희, 2001: 박성현, 2006; Konfield, 1979)에서, 김정

의 가장 깊은 요소들을, 그리고 연결과 치유의 가

호(1996)는 6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장 깊은 요소들을 소생시키고 다시 이용하게 해

결과에서 참가자들은 ‘집중과 알아차림의 증가,

주며, 심리치료자들이 직업적으로 빠지기 쉬운

평화로움, 상쾌함, 삼매’를 공통적으로 느꼈고, 그

“연민에 의한 피로감”, “이차적인 상처(trauma)”에

외에도 ‘소화가 잘 됨’, ‘일상생활에서 마음챙김

대한 해결책으로서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명상을 함’ 등을 보고하였다. 이진희(2001)는 8명

자애명상 수행의 결과로 지나치게 감상적이거나,

의 통찰명상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에

로맨틱하거나, 성적인 의미 없이, 치료자는 사랑

서 성격 및 정서의 긍정적 영향(충동성의 감소,

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화의 통제와 조절, 안정감, 평온감)이 나타나고,

Morgan & Morgan(2005)은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생활태도(자신감 있는 태도, 집착의 감소)와 타인

감정을 일으키거나 유지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수

에 대한 태도(자비심, 이해, 존중, 공감)는 절반의

련을 통해 점차 넓은 범위의 사람들에게로 자애

사례에서 긍정적 영향을 보고하였다. 박성현(2006)

심을 불러낼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하였다.

은 미얀마 수행센터의 수행자를 대상으로 한 연

Salzberg(2005)는 자애명상을 함으로써 거울을 보듯

구에서 평정심, 평온감과 같은 정서적 안정감을

자신과 타인에게 있는 사랑스러움을 다시 배우게

가장 전형적인 변화로 보고하였다. Konfield(1979)

되는 것이 자애명상 수행의 가장 큰 결실이며, 자

는 2주간의 집중수행 참여자와 3달간의 집중 수

애의 힘은 우리가 다른 모든 존재와 하나가 되도

행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현상학적 연구에서 ‘행

록 이어준다고 하였다.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탁

복감과 기쁨’을 주된 현상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트인 마음을 가진 자애의 감정은 크나큰 평안을

위빠사나 명상 수행이 평정심, 평온감과 같은 정

주며, 이러한 평화가 있을 때 삶의 모든 것은 조

서적 안정감과 자비심, 이해, 존중, 공감과 같은

화를 이룬다고 하였다. Goleman(2005)은 영적, 심

타인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리적인 내적 치유작업을 할 때에는 마음의 습관

나타낸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박성현(2006)

을 알아내는 이해의 차원이든 모든 사람이 고통

은 상담의 과정과 위빠사나 명상 수행의 공통점

에서 풀려나기를 바라는 소망의 차원이든, 자비심

은 알아차림과 집중, 평온함의 증가에 있으며, 위

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자애

빠사나 수행이 상담자의 알아차림을 증진하는 데

명상의 특성은 상담자의 치료관계에서의 자질 함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알아차

양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림을 주되게 수행하는 위빠사나 명상이 정서적

자애명상은 변화하지 않는 단일한 대상 또는

안정감과 인간관계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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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를 토대로 그렇다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연구도구

의 긍정적 감정을 중점적으로 불러일으키는 자애
명상 효과는 어떠할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

연구 참여자들의 인적 사항, 상담관련 경험과

지 연구되어진 적이 없는 자애명상 수행 경험 그

자애명상 수행의 동기와 경력에 관한 내용을 포

자체와, 자애명상의 경험이 일상 생활과 상담에서

함하고 있는 인적 사항에 관한 질문지와 반구조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합의적 질

화된 면접 질문지로 인터뷰를 통해 참여자들의

적 연구(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의 방

내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애명상의 공식명상 수

식을 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집단 자애명상 수

행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자애명상 중에 자기

행은 U Janaka Sayadow의 방식을 따른 것이다.

자신, 모든 존재, 한정된 대상에 대해 어떤 경험

본 연구에서의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을 하였습니까?’, ‘자애명상 중 특별한 경험 내용

첫째, 공식명상에서의 자애 명상 경험은 어떠한가?

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였다. 방해경험과 그 극

둘째, 일상에서의 자애명상 경험은 어떠한가?

복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자애명상이 잘 안될 때

셋째, 상담에서의 자애명상 경험은 어떠한가?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그 해결과정은 어떠했습
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일상생활과 상담에서
의 경험을 묻기 위해 ‘자애명상이 일상생활에 어

연구 방법

떤 관련이 있습니까? 그 중에서도 특히 상담에서
어떠했습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상의 연구
질문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자애명상 수행을 한

참여자

교수 1명, 상담심리 교수 1명, 그리고 상담심리를
본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은 상담 심리 석사 과

전공하고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으로 연구 경험

정생 4명, 현재 상담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2

이 있는 교수 1명의 자문을 받아 작성하여, 예비

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2006년 9

연구를 실시한 후 최종적으로 확정된 질문이다.

월 14일부터 8주간 실시 된 자애명상 집중 수행

인터뷰는 연구자가 직접 실시하였고, 참여자 개인

에 참여하였다. 자애명상 수행은 주 1회, 3시간

당 1회 면담은 약 90분∼120분 정도 소요되었다.

씩 실시되었다. 자애명상은 한 주간 수행경험 나

대부분 1회 인터뷰를 실시했고, 미진한 경우 추가

누기 30분, 행선 30분, 좌선 1시간, 수행나누기 1

인터뷰를 면접 혹은 전화로 실시하였다.

시간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
서 자애명상 수행을 하고 이를 기록하도록 권유

분석 방법

하였다. 참가자들의 연령분포는 25세에서 50세까
지이며, 상담 경력은 8개월에서부터 6년까지 분포

본 연구자를 포함한 4명의 평정자와 1명의 감

되어 있다. 참여자 중 전문상담자 2명은 상담심리

사가 인터뷰에서 얻은 축어록을 합의적 질적 연

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을 취득한지 3년 이내의

구방법(CQR: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으로 분

상담자이고, 나머지 4명은 상담심리를 전공하는

석하였다.

대학원생으로서 전체적으로 초심 상담자로 구성
되어 있다.

평정자들은 상담심리를 전공하고, 질적 연구방
법론을 수강한 석사과정생들이다. 평정자 1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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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명상 수행 경험이 없으며, 평정자 2, 3은 상담

정, 일상에서의 자애명상 경험, 상담에서의 자애

과 자애명상 수행 경험이 있었다. 평정자들은 자

명상 경험 총 4개의 영역을 생성하였다.

료 분석 전에 CQR에 대해 숙지하는 시간을 가졌

중심개념 코딩은 인터뷰 자료를 간결하고 핵심

고 이후 1 사례를 가지고 예비평정 과정을 거쳤

적인 용어로 요약하고 추리는 과정으로 한 사례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영역과 중심개념에 대한

를 평정자와 연구자가 모여 각자가 찾은 중심개

이해를 공유하였고 합의에 의해 영역과 중심개념

념의 일치와 불일치를 함께 논의하여 그 영역에

을 개발하였다. 또한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한 확

서의 중심개념으로 합의하였다. 중심 개념은 단어

인과 수정 방법을 익혔다. 본격적인 평정 작업 전

의 사전적 의미보다는 인터뷰의 맥락상의 의미로

에 평정자의 기대와 편향에 대해 기록하였다. 그

파악되었다.

대표적인 기대 내용은 “상담자들에게 자애명상은

평정팀이 도달한 영역과 중심개념의 합의 내용

내면의 치유 작업이며, 이로 인해 상담 장면에서

을 감사가 검토하였다. 감사는 영역의 분류가 일

상담자가 훨씬 편안하고 수용적으로 상담에 임할

관된 기준에 의한 것인지, 모든 중요한 자료가 영

수 있게 할 것이다.”이다. 대표적인 편향은 “참여

역에 포함되었는지, 중심개념을 말로 표현한 것이

자가 나와 똑같은 경험을 했을 경우 그 경험에

원 자료를 잘 반영하는지 등을 축어록을 통하여

대해 확신을 더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느

점검하였다.

끼지 못했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개인

각 영역에 대한 중심개념을 범주화하기 위해

적인 감성적 경험들은 간과할 우려가 있을 것 같

각 영역에서 사례 간 유사성이 있는지를 확인하

다.”이다.

고 이를 다른 수준의 추상적 개념으로 범주화하

감사자는 자애명상과 상담심리를 연구한 교수

는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차분석에 의해 생성

1명이며, 상담에 대한 합의적 질적 연구 경험이

된 범주의 빈도는 일반적(general), 전형적(typical),

있는 교수와 상담 교수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감

변동적(variant)으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총

사는 영역과 중심개념 코딩, 교차분석의 결과에

6 사례 중, 6 사례에 해당되는 경우를 일반적인

대해 총 5회에 걸쳐 피드백을 제공하였고, 본 연

범주, 5, 4 사례에 해당되는 경우 전형적인 범주,

구의 질적 분석은 7차에 걸친 평정과 2차에 걸친

3. 2 사례에 해당되는 경우를 변동적인 범주로 정

감사로 행해졌다.

하였다.

분석의 자료는 인터뷰 원자료에서 참여자의 비

감사가 평정팀의 교차분석 결과를 감사하여 피

밀유지와 관련된 부분을 삭제한 6개의 축어록과

드백을 제공하였고, 이를 평정팀이 다시 논의하고

집단 자애명상 수행 나누기를 푼 축어록 5개를

합의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 다시 감사에게 보내

준비하였다.

서 감사와 합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영역 코딩 과정은 먼저 한 사례에서 연구자가
축어록의 중심내용을 영역으로 분류한 다음, 이를

결 과

평정자들과 논의 후 합의하였다. 이렇게 정해진
기준으로 다른 사례의 내용을 영역으로 분류하여
다시 논의 후 합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를 통해

원자료로부터 자애명상 수행 경험, 방해경험과

자애명상 수행 경험, 방해받은 경험과 그 해결과

그 해결과정, 일상생활에서의 자애명상 경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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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에서의 자애명상 경험의 주요영역 4개와 총 36

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등의 문구를 외우

개의 범주들을 생성하였다. 4개의 영역에서 중심

며 대상에게 자애심을 일으키는 자애명상 공식수

이 되는 것은 자애명상 수행경험으로. 이를 바탕

행을 통해 참여자들이 경험한 내용은 표 1과 같

으로 수행 중 방해경험과 해결의 과정이 한 영역

다.

으로 설정되었고, 일상생활과 상담에 적용되어 나

몸과 마음의 안정감의 내용에는 정화되어 편안

타난 양상이 각각 하나의 영역으로 설정되었다.

해지는 느낌, 가벼워지고 이완되어 편안한 느낌,

본 논문에서는 지면의 한계로 자애명상 수행경험

따뜻하고 푸근해서 느껴지는 몸과 마음의 편안함

영역만을 상세히 기술하였다.

이 있고, 대표적인 예는 “그래도 마음이 좀 풀리
면서... 마음이 편해지고..”[사례 1], “편안해지니

자애명상 수행 경험

까, 어깨도 축 늘어지게 되고, 몸이 이완되는 걸
느끼고”[사례 6], “따뜻하고 포근한”[사례 2] 등이

“내가 안락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합니

있다.

다.”, “모든 존재가 안락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기

자애심을 느낌은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을 간절

를 기원합니다.”, “(특정한) 누구가 안락하고 행복

하게 느낄 때 자애심을 느끼는 것으로 보았다. 대

표 1. 자애명상 수행 경험에 대한 교차분석
범주

빈도

대표 사례

자

모

한

몸과 마음의 안정

6(일반)

편안해 지고.

6

4

1

자애심을 느낌

6(일반)

행복, 평화로워졌으면 하는 간절한 느낌.

1

4

4

수용

6(일반)

그냥 봐주게 받아들이게 되는 상태.

5

3

5

연결감

5(전형)

하나가 된 듯한 느낌. 그 사람하고 통하는 느낌.

4

4

5

몸과 마음에서 기쁨을 느낌

4(전형)

한 없이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2

3

2

귀하게 여김

4(전형)

귀하게 여기고.,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겠다.

4

1

0

연민감

4(전형)

안쓰러운 마음도 많이 일어나고.

1

4

0

분노에서 벗어남

4(전형)

내 마음에 화가 많이 없어지는 느낌.

2

0

3

집중이 잘됨

4(전형)

어떤 자리든지 금방 돼요.

2

4

4

인지적 통찰

3(변동)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할 수 없는데...

3

2

0

대상에 대한 집착

3(변동)

0

0

3

대상에 대한 분노

3(변동)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주기엔 너무나 흠이 많은.

3

0

0

친밀감

2(변동)

대하기 편해지고, 내가 먼저 다가가게 되고.

0

0

2

처음에는 좀 고마운 것 같다가 나중에는 그 마음이
조금 더 넘어가는 느낌, 안타까움, 걱정,

주. ‘자’는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자애명상을 했을 때, ‘모’는 모든 존재를 대상으로 자애명상을 했을 때, ‘한’은
한정된 대상을 대상으로 자애명상을 했을 때 나타난 범주의 빈도임. ‘일반’은 6 사례. ‘전형’은 5, 4 사례, ‘변동’
은 3, 2 사례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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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저한테 하는 게 거부

이렇게 등으로부터 열이 온 전신으로 퍼지는 느

감이 없어지고, 자애심이 올라와요”[사례 4], “어

낌이 들어요”[사례 5] 등이 있다.

떤 심상도 내 머릿 속에 딱딱딱 스쳐지나가면서

귀하게 여김은 ‘귀하게 여김’에는 마음이 충만

정말 니네가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사례 3],

되어 자신을 귀하게 여기게 됨과 모든 것이 아름

“정-말로 그 사람이 편안하고 행복했으면 좋은 거

답고 사랑스럽게 보이고, 생명에 대한 존중심이

예요. 더 간절하다고 표현해야 될까?”[사례 6] 등

생겨 만물을 귀하게 여기는 내용이 있고 그 대표

이다.

적 예는 “나의 귀중함? 나의 존재감? 이런 것도

수용은 ‘수용’은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인다

동시에 느꼈어요. 내가 있음으로 해서 더 행복해

는 내용으로 그 대표적 예는 “내가 괜찮지 않은

질 수 있다면 내 존재라는 것도 중요하구나,”[사

것도 괜찮아지는”[사례 4], “모든 존재한테 할 때

례 5], “이 사람들도 각각의 어딘가에 가서 그 나

는 모든 존재가 각 개별 존재마다 존중해야 되고,

름대로 행복하게 잘 살겠지”[사례 2] 등이 있다.

존재 자체를 인정한다는 마음이 바닥에 깔려 있

연민감은 ‘연민감’은 자기 자신과 다른 존재가

기 때문에”[사례 6], “그냥 봐주게 받아들이게 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대표적

는 상태”[사례 4] 등이다.

인 예는 “아, 애도 참 안됐다”[사례 3] 등이 있다.

연결감은 ‘연결감’은 자신이 확대되는 느낌, 세

분노에서 벗어남의 대표적인 예는 “내 마음에

상 혹은 어떤 대상과 통하는 느낌이나 상태, 경험

화랄까.. 이런 게 많이 없어지는 느낌”[사례 4],

으로 나타났다. 그 대표적인 예는 “누가 옆에 있

“얘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이런 점은

는 거는 아니지만, 외롭다는 느낌은 안 든다.”[사

좀 불편하다, 얘 행동하는 게 역전이 같은 게 일

례 2]. “나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물리적인 공간

어나서 싫거나 그런 게 있는데, 벗어나요.”[사례

이나.. 물리적인 것들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데

2] 등이 있다.

마음은 되게 뻗어나가는 거 같았고”[사례 3], “내

집중이 잘됨은 참여자들이 다른 명상 수행의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내가 이 사람들을 좋

경험과 비교했을 때 자애명상이 집중이 더 잘 되

아하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분명히 통하

는 특성이 있다는 내용으로, “하얀 빛이, 전체가

는 것 같다.”[사례 4]

하얀 빛이 돼서, 몸 상태가 없어지고, 그 빛 속에

몸과 마음에서 기쁨을 느낌은 ‘몸과 마음에서

그냥 있는 그냥 그 빛 만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느낌’에는 기쁨을 느끼는 내용과, 몸으로

느낌이 들더라구요.”[사례 5]와 같은 고도의 집중

경험하는 기쁨의 일종인 전율(piti 현상)과 빛과

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보고도 있다.

따뜻해지는 느낌을 경험하는 내용이 있다. “마음
더 깊숙이 있는 곳에서 떨림이 있는 것 같은.. 좀

자애명상을 방해받은 경험과 그 해결과정

강렬한 느낌 같은게 있었어요. 따뜻하긴 한데 되
게 깊은 전율 뭐 이런 거 같은 걸 거예요. 퍼져

“자애명상이 잘 안된 경험과 그것을 어떠한 방

나가는 건 아니고 안쪽에서 이렇게 쭉..”[사례 1],

법으로 극복하였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 내

“안 가슴이, 얼굴도 약간 시큰거리는 전율이 온

용으로 방해받은 경험에서 4개의 범주, 해결과정

다”[사례 2], “가슴 부위에서 하얀 빛이 나오고,

에서 5개의 범주가 나타났는데, 방해받은 경험에

하얀 빛과 함께 온 몸이 뜨끈뜨끈해지고, 온몸이

서의 전형적 범주는 ‘분노’, ‘수행외적 조건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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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수행을 방해하는 여러 잘못된 생각들’이고,

구나. 그러니 말이라도 많이 해야지.. 뭐 이런 인

해결과정에서의 전형적 범주는 ‘자신의 상태에

정이 가슴으로 이해가 내려온 것 같고”[사례 3].

대한 알아차림’이다.

‘몸과 마음의 안정감’의 대표적 예는 “그냥 제가

방해받은 경험 중 ‘분노’의 대표적인 예는 “저

하고 싶은 대로 한거죠. 내 자신을 믿고 내가 그

사람들은 저렇게 고귀하고 훌륭하고 받을 자격이

냥 하고 싶은 대로 한거죠.”[사례 1]. 통하는 느낌

있는데 나는 없어! 너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어라

으로 표현되는 ‘연결감’은 4 사례에서 나타나는

는.”[사례 3], “잘난 척 하는 사람, 형편없이 모자

전형적인 빈도의 범주로 그 대표적 예는 “그런데

라 보이는 사람에게 자애가 잘 안된다.”[사례 4]

왔다 갔다 하는 반응이 있으니까 상담을 더 재밌

가 있다. ‘수행 외적인 조건의 영향’은 수행의 요

어하고 갑자기 얘가 말을 좀 이렇게 딱딱 축약해

인이 아닌, 참여자의 환경적 요인에 의해 자애명

서 하는 거예요.”[사례 3]. ‘귀하게 여김’의 대표적

상에서 방해를 받은 경험이다. 수행을 방해하는

예는 “내담자가 변화한 게 내가 도와줘서 그랬구

여러 잘못된 생각들’은 수행을 방해하는 마음 속

나하고 제 위치를 높혀 놨었는데, 나는 옆에서 그

생각들로 그 대표적인 예는, “명상을 하겠다는 열

냥 훈수놔준 사람이고, 옆에서 그냥 촉진만 한 사

망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지만, 근데 자꾸만 안일

람이고”[사례 5]이다.

하게 그냥 그렇게 그렇게 하면 돼! 라는 생각으
상담자의 자애명상 수행 경험의 전형적인 과정

로”[사례 5]가 있다.
해결과정 중 ‘자신의 상태에 대한 알아차림’의

상담자의 자애명상 공식 수행, 일상수행, 상담

대표적인 예는“이렇게 호흡에 집중하고 내가 그
뒤엉켜 있는 생각을 바라보면 가라앉고. 내가 하

에서의 경험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종합적으로 볼 때, 자애명상을 통해 개발된 마

고 있는 게 판단이구나.. 또 뭐가 개입이 됐구나..

음 중에서 일상생활과 상담에서 공통적으로 경험

보고 있으면 좀 가라앉으면.”[사례 3]가 있다.

하는 전형적 범주는 ‘수용’, ‘몸과 마음의 안정감’,
‘연결감’, ‘귀하게 여김’ 등이라 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의 자애명상 경험
“일상에서 자애명상 경험은 어떠한 관련이 있

연구 결과 종합

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을 분석 결
과 ‘수용’이 일반적 범주로, ‘몸과 마음의 안정감’,

전형적 범주들을 중심으로 상담자들이 자애명

‘분노에서 벗어남’, ‘연결감’, ‘수행하고 싶은 마음

상 수행으로 일어나는 경험과정을 구성해보면 그

이 일어남’은 전형적 범주로, 나타났다.

림 1과 같다.
자애명상 수행에서 모든 참여자들은 몸과 마음
의 안정감을 느끼고, 자신과 다른 존재들을 수용

상담에서의 자애명상 경험

할 수 있고, 또한 행복하기를 바라는 자애심을 느
상담에서의 자애명상 경험에 대한 교차분석 결

끼게 된다. 아울러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몸과 마

과 ‘수용’이 일반적 범주로 나타났고, 대표적 예

음에서 기쁨을 느끼고, 자신과 다른 존재를 귀하

는 “아 얘가 정말 정서적으로 공허하고 힘들었겠

게 여기게 되며, 연결됨을 느끼며, 연민감을 갖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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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상담자가 경험한 자애명상의 일반적, 전형적 범주들
수용

안정감

자애심

연결감

공식수행

6

6

6

5

일상수행

6

4

4

상담

6

5

4

귀하게

분노에서

여김

벗어남

4

4

기쁨

연민감

4

4

집중이
잘됨
4

4
4

주. 숫자는 범주의 빈도를 나타냄.

자애명상 수행 시작
수행외적인 조건의
영향

분

노

잘못된 생각들
알아차림

수행 못 함

공식명상
안정감, 자애심, 수용, 연결감,
기쁨, 귀하게 여김, 연민감,
분노에서 벗어남, 집중이 잘 됨

일상생활
수용, 안정감,
연결감
분노에서 벗어남

상담
수용, 안정감,
연결감

그림 1. 상담자의 자애명상 경험의 전형적 경로

되며, 분노에서 벗어나며, 수행에서 집중이 잘됨

참여자가 수용을, 대부분이 몸과 마음의 안정감,

을 경험하였다. 자애명상 중 수행 외적인 조건의

연결감 등을 경험한다.

영향과 분노, 잘못된 생각들로 인해 자애명상이
방해받게 되는 데 이러한 방해에 대한 해결과정

논 의

은 자신의 상태에 대한 알아차림으로 나타났다.
자애명상 수행 후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모든 참여자가 수용을, 대부분의 참여자가 귀하게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가 보다 집중적으로 자기

여김, 몸과 마음의 안정감, 분노에서 벗어남, 연결

자신과 모든 존재의 행복을 바라는 자애명상을

감 등을 경험한다. 상담에서 일어난 변화는 모든

수행할 경우 어떠한 경험을 하며, 자애명상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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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이 일상생활과 상담에서는 어떻게 나타나

요구되고, 통찰을 개발하기 위한 수련에서는 조건

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합의적

지어진 현상을 관찰하고, 조사하고, 식별하는 기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상담자들의 자애명상

술이 요구(Bodhi, 2005)되기 때문에 자애명상은 관

수행에 대한 심층적이고 경험적인 내용을 살펴보

계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자애심, 수용, 연결감과

았다.

같은 마음이 중점적으로 나타났고, 통찰명상인 위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빠사나 수행은 사물과 현상의 덧없음을 통찰할

첫째, 모든 참여자는 공식수행에서 몸과 마음의

수 있는 태도(안정감, 평정심, 집중력 증가, 알아

안정감, 자애심, 수용, 연결감, 귀하게 여김, 연민

차림)와 통찰내용들이 주로 나타났다. 이는 마음

감, 분노에서 벗어남을 경험하였다. 또한 고도의

을 개발하는 수행방법에 따라 명상으로 도달하는

집중으로 나타나는 현상도 경험하였다. 이와 같은

상태 또한 다르며, 같은 평온감도 질적인 면에서

자애명상 수행에서의 좋은 경험은 명상(대상)에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대한 집착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명상이 잘

또한 참여자들은 가장 빈번하게 명상을 방해하

되지 않을 때는 자기 자신(대상)에 대한 분노와

는 ‘분노’를 ‘알아차림’으로 해결한 후 자애명상

연관이 있었다.

을 계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해의 해결과정에

결국 참여자들은 자애명상 공식수행으로 우선

서 나타난 전형적 범주인 ‘자신의 상태에 대한

스스로를 긍정적인 상태로 만들 수 있었다. 이러

알아차림’은 자애명상과 같은 집중명상에서도 알

한 긍정적인 상태는 내면의 분노를 삭히고, 타인

아차림(sati)이 작용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Pa-Auk

에 대한 수용을 증진하게 하여, 수용적 관계의 가

(2004)은 알아차림은 모든 명상주제에서 필요하다

능성을 높여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이

고 하였고 알아차림 없이 마음을 끌어올리거나

진희(2001), 박성현(2006), Konfield(1979)의 연구 결

마음을 억제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는 자애명상

과와 평정심, 안정감이 가장 두드러진 범주라는

수행을 통해서도 알아차림의 단련이 가능함을 나

점에서 같으나, 몇 몇 부분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타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

둘째, 일상생활에서 참여자들은 모두 ‘수용’을

나는 실체없음과 무상함에 대한 통찰이 나타나지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않았고, 평정심, 평온감에 도달하는 방법도 다르

‘몸과 마음의 안정감’과, ‘분노에서 벗어남’을 경

게 나타났다. 위 연구들에서는 충동과 분노의 조

험하였고, ‘연결감’, ‘수행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

절, 안정감, 평정심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 현상이

남’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드물게 참여자

라면, 본 연구에서는 타인과 자신을 수용하고, 안

들은 ‘귀하게 여김’과, ‘친밀감’, ‘인지적 통찰’을

정감과 자애심을 느낀 것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

경험하였다.

경험이다. 그리고 타인을 존중하며, 연결되어 있

자애명상에 참여한 상담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 더 강하게 보고되었다.

경험한 내용은 ‘수행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남’을

이러한 차이는 집중 명상과 통찰 명상이라는 다

제외하면, 모두 인간관계에서 좀 더 수용적이고

른 종류의 명상 수행의 결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온화해지며 친밀한 관계를 지향함을 보고하고 있

볼 수 있다. 집중을 개발하기 위한 수련은 마음을

다. 이러한 결과는 자애명상이 우리가 다른 모든

진정하고, 가다듬고, 통일하고, 집중하는 기술이

존재와 하나가 되도록 이어주는 힘이 있음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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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준다. 이는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탁 트인 마음

다. 자애명상 수행을 통해서 길러지는 수용감, 안

을 가진 자애의 감정이 우리에게 크나큰 평안을

정감, 연결감, 그리고 알아차림 등은 상담자의 성

주며, 이러한 평화가 있을 때 삶의 모든 것은 조

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자애명상

화를 이룬다는 Salzberg(2005)의 견해와 일치한다.

수행을 통해 길러지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

셋째, 상담에서 모든 참여자들은 ‘수용’을 경험

적인 태도와 알아차림의 향상은 상담 과정에서

하였고,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몸과 마음의 안정

공감과 알아차리기의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감’과, ‘연결감’, ‘귀하게 여김’을 경험하는 것으로

것이다.

나타났다. 또한 ‘자애심을 느끼는’ 참여자도 있었
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자들
의 자애명상 경험을 질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수행

결론적으로 상담자의 자애명상 수행을 통해 개

경험, 일상생활, 그리고 상담 장면에서 상담자들

발되어진 마음은 내담자를 존중하며 있는 그대로

의 자애명상 경험을 생생하게 제시하였다는 점이

‘수용’하는 마음이다. 이는 자애명상을 통한 상담

다. 둘째, 상담자들의 성장을 위한 한 방편으로써

자의 자기 긍정과 안정감이 내담자를 더 잘 수용

자애명상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

하게 하고, 소통하게 하고, 자애심을 가지게 한

반을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Rogers(2005)

타난 자애명상의 효과는 자애명상을 심리 치료적

가 내담자와의 라포(rapport)를 가능하게 하는 상

으로 활용할 수 근거를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넷

담자의 따뜻함과 반응성은 내담자에 대해 진실한

째, 최근 불교의 수행법을 심리 치료적으로 활용

관심을 가지고 그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수용하

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본

는 것을 통해 표현된다는 주장과도 통한다. 또한

연구는 국내외 최초의 자애명상에 대한 경험적

연구결과는 상담자의 수용하는 마음은 상담자로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하여금 ‘타인의 태도로 살도록’ 돕는 공감(박성희,

그러나 본 연구는 첫째, 일반적으로 질적 연구

2004)의 태도를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며, 참여자

가 갖는 일반화의 문제, 둘째, 현실적으로 연구

들이 경험한 연결감은 공감의 결과로 이끌어진

대상을 구하기 어려운 여건으로 인하여 연구대상

느낌이라 할 수 있다.

자들의 수행경력을 통제할 수 없었던 점 등의 한

그리고 명상수행에서 나타나는 방해 극복 경험

계점을 갖고 있다.

을 상담 장면과 연결해 보면, 내담자의 말과 감정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에 온전하게 집중하고 그 변화를 알아차리는 상

자애명상 관련 경전과의 문헌적 비교 연구가 필

담과정은 하나의 명상주제에 집중하는 마음집중

요하다. 이를 통해 자애명상에 대한 경험적 효과

수행과정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는 전문적 상담자로 성장 발달해 가는데 필

명상에서의 ‘알아차림’은 상담에서의 ‘알아차림’과

요한 자질 향상을 위한 한 방편으로 활용될 수

같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자애명상 수행은 상

있는 근거를 제공할 있을 것이다. 둘째, 자애명상

담에서의 알아차림을 증진시킬 수 있는 유용한

경험을 한 상담자가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에게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

이상의 연구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자애명상

구는 자애명상을 심리 치료적으로 활용하는데 대

이 상담에 대해 가질 수 있는 함의는 다음과 같

한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셋째, 전문상담자 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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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을 위한 자애명상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Konfield (1979). Intensive insight meditation: A

검증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자애명상의

phenomenological

효과 검증에 대한 양적, 질적 연구의 축적에 대한

Transpersonal Psychology, 11(1), 41-58.

필요성이 제기된다.

study.

The

Journal

of

Mahasi (1985). Brahmavihara dhamma. Burma: Buddha
Dharma Education Association.
Maxwell (2004). 질적연구설계: 상호작용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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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ative Study of Counselor's
Experience of Lovingkindness Meditation

Jung, Yeon-Joo

Kim, Young-Ran

Seoul University of Buddhism

This project explores the meaning of experience of Lovingkindness Meditation. Categories being analyzed
according to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with 6 subjects were 36 in 4 domains. All subjects felt
‘acceptance’, ‘equanimity in mind and body’ and ‘loving kindness’. And most of them have reported that they
had the feelings such as ‘bliss in mind and body’, ‘thinking honorably’, ‘connectedness’, ‘compassion’, ‘escaping
from anger’, ‘concentrating well in retreat’. The interfering experience during Lovingkindness Meditation was
‘anger’ and the solution of it was ‘awareness of self condition’. The typical experiences in dailylife are
‘acceptance’, ‘thinking honorably’, ‘equanimity in mind and body’, ‘escaping from anger’ and ‘connectedness’.
The typical experiences in counseling are ‘acceptance’, ‘equanimity in mind and body’ and ‘connectedness’.
Discussion focused on the meanings of Lovingkindness Meditation and their utility of counselor' growth.

Key words : counselor, lovingkindness meditation,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acceptance, equanimity, connecte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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