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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오늘날 상담자 발달에서 상담자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못지않게 

상담자의 영성적 발달과 역량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본 연구는 상

담에서 상담자가 체험하는 영성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체험의 구조를 

밝힘으로써, 상담자가 상담에서 체험하는 영성의 본질이 무엇인지 밝히

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영성적 체험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 현상학

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세밀하고 상황적인 경험을 

탐색하고 체험의 구조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강조되는 Giorgi 

(1985)의 기술적 현상학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8명으로, 여성은 6명 남성은 2명이었으며 경력

은 15년 ~ 34년, 나이는 40대 중반부터 60대 초반으로 구성된 숙련상담

자들이었다. 이들의 종교적 배경은 8명 중 5명은 개신교, 한 명은 천주

교, 한 명은 무교, 한 명은 모든 종교를 수용하는 입장이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8년 1월 30일부터 2018년 6월 1일까지였으며, 참여자별로 1회

에서 3회에 걸쳐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참여자별 평균면담시간은 3시간 

45분 이었다. 자료의 분석은 Giorgi의 현상학적 질적 분석 단계에 따라 

수행되었으며, 참여자들의 면담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으며 의미단위와 체

험의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상담자가 상담을 통해 체험하는 영성은 8개의 구성요소와 25개의 하

위구성요소로 도출되었다. 연구의 결과를 각 구성요소 별로 제시하면 다

음과 같다.

첫 번째 구성요소와 하위 구성요소는 < 내담자에 대한 믿음과 사랑 ;  

내담자가 자신의 삶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믿음, 내담자를 향한 애정이 

생겨남, 내담자의 고통 앞에서 겸허해 짐 > 이다. 참여자들은 자신이 상

담에서 영성에 대한 변화 경험들이 생겨난 이유가 내담자에 대해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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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갖고 있는 믿음과 사랑의 태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한다. 상

담자는 내담자가 원래 아름답게 피어나야 할 존재인데 잠시 생기를 잃고 

시들어 있을 때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데, 그 회복의 근원적인 힘은 

내담자에게 있다고 여긴다.

두 번째 구성요소와 하위 구성요소는 < 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 하나

님을 의식하는 상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현, 상담에서 신의 존재를 감

지 > 로, 종교가 있는 상담자들은 초월적 존재와 나눈 좋은 경험을 내담

자에게 재현하는 것에 의미를 둔다. 또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신을 

의식하고 의지하기도 하며, 종교성을 내비치지 않은 상담에서도 신의 존

재가 감지되는 것을 경험한다.

세 번째는 < 삶의 의미 발견 ;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님, 나의 존

재 가치의 깨달음, 내담자의 존재 가치를 일깨우는 상담, 삶이란 그냥 

경험하는 것 > 으로 나타났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문제를 통해 내담자를 성장시키고자 한다. 이를 통해 상담자 역

시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존재의 이유를 더 선명하게 깨닫는다. 

한편, 삶의 의미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여기는 상담자도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까닭은 상담을 할수록, 삶의 모든 순간이 소중하고 이

상적인 삶의 방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함께 경험하는 것이 삶이라

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 내담자는 나의 스승 ; 내담자와 내가 함께 성장함, 변화

를 목도할 때 전달되는 울림, 삶의 목표가 분명해 짐, ‘또 하나의 나’

를 만나며 얻게 되는 지혜 > 이다. 상담자가 내담자를 도우려고 만났으

나 내담자를 통해 성장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며 자신에게도 기쁨

과 감사 등의 울림이 생기고, 성찰과 더불어 삶의 목표가 분명해지는 것

을 경험한다.  

다섯 번째는 < 연결감 ; 연결감은 충만함으로 충만함은 에너지로, 

‘대상 됨’에 대한 고마움과 책임감 > 으로 나타났다. 상담자는 내담자

와 연결되는 느낌을 통해 영성 체험을 한다. 내담자와 연결감을 느끼면 

상담자는 충만감과 힘을 얻으며, 내담자에게 특별한 ‘대상’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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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경험한다. 연결감을 느끼는 것이 상담자에게 힘을 전달해 주기 

때문에, 상담자가 상담에서 영성을 경험하는 것은 상담자의 소진을 막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여섯 번째는 < 나를 잊은 상태 ; 나를 잊으면 더 생생함, 몰입을 위해 

노력함, 하나 됨을 경험 > 이다. 상담자들은 내담자에게 완전히 몰입되

어 있는 순간을 영성이 발휘된 모습 또는 상태라고 생각한다. 자신을 잊

으면 내담자의 이야기가 더 생생하게 들리고 내담자의 작은 반응도 놓치

지 않고 느낄 수 있다. 또한, 몰입을 하다 보면 내담자와 경계가 흐려지

는 하나 되는 경험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언어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

의 신기하고 놀라운 경험이다. 

일곱 번째는 < 한계를 만나 수용과 회복으로 ; 모호함을 견디기, 어찌

할 수 없는 내담자의 큰 고통 속에서 함께 뒹굴기, 깨어짐 > 의 체험 이

다. 상담자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수용을 하기 까지 다양하고 많은 고통

과 한계를 경험한다. 이런 고통과 한계는 새로운 경험으로 상담자를 유

도하기 때문에, 변화의 과정이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새로운 수용과 회복

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 과정에서 모호함을 견뎌야만 하고 또 견딜 수 

있게 된다, 또한, 상담자로서의 전문적인 지식과 많은 경험을 동원해도 

해결 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뒹굴기도 하며 깨어짐을 경험한다.

여덟 번째는 < 공동체로 흘러감 ; 한 사람의 변화가 또 다른 변화를 

일으킴,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변함, 베푸는 삶으로 이끌림 > 으로 나타

났다. 상담의 영향은 내담자 한 사람 뿐 아니라 내담자 주변 사람까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데, 그러한 변화의 확산을 인식하고 적용하는 것

이 상담자들이 체험하는 영성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상담자 또한 

가족의 모호한 때를 기다려주고 수용해 줄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 무

료 상담을 하는 등의 베푸는 삶을 실천하게 된다.

본 연구가 상담연구에 갖는 의의는 숙련상담들이 내담자와 상담을 하

며 경험하는 영성 체험이 무엇인지 그대로 드러냈다는데 있다. 국내 숙

련상담자들이 인식하는 상담에서의 영성이 무엇이고 상담관계에서 어떠

한 영성적 체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제적이고 생생한 체험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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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드러내었다. 국내에서는 상담자의 영성적 체험의 요소 및 발달과 

관련된 연구가 거의 수행되지 않았으며 연구에 활용되고 있는 척도 역시 

외국의 것을 번안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숙련상담자를 대상으로 영성적 체험의 구성 요소를 도출하였기에 추후 

이론 개발을 위한 연구, 상담자의 소진 관련 연구, 영성 척도 개발을 위

한 연구의 기반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상담 실제에 갖는 의의는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숙련상담자

의 영성 체험을 확인함으로써 그들이 상담에서 영성을 활용하는 실제적

인 방법을 살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상담에서 상담자가 소진되

기 보다는 영성을 활용하여 오히려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제시하였기에, 

상담자들의 소진을 막거나 경감시키는 방법이나 태도에 대하여 알 수 있

다. 이것은 상담자가 주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받을 수도 있는 자리에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소진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상담자로서의 삶에 의

미를 부여하게 해주고 전문가로서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 주요어 : 영성, 영성 발달, 상담자의 영성적 체험, 숙련상담자, 현상학

적 연구

□ 학  번 : 2015-30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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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동기 

아카시아향이 진동하던 열 살의 초여름 밤을 기억한다. 대가족 속에서 

자랐던 나는 저녁을 물린 뒤 아빠랑 한가하게 외출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날도 저녁을 먹고 난 뒤 아빠 손을 잡고 깡총거리며 슈퍼마켓을 가

던 길에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물었다. “아빠, 사람은 왜 살아요? 나는 

왜 태어났어요?” 딱히, 아빠에게 답을 구하고자 했던 질문은 아니었는

지도 모른다. 그저 초여름 밤의 신선한 공기와 아카시아 향에 취해, 부

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행복한 그 순간에 떠오른 질문이었다. 차분한 목

소리로 들려온 아빠의 대답은 나에게 삶의 방향을 알려주었고, 지금도 

상담자로서 내가 내딛는 걸음 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느 날(a usual day)이 아닌 어느 날(the day)

여느 날과 같이 대학원 수업을 마치고, 교내상담센터에서 상담을 한 

후 지친 채로 집으로 향하던 날. 여러 일정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지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고민이나 상념으로부터 벗어나 가벼운 마음

과 함께 들뜬 기분까지 들었다. 이 이상한 기분 상태가 무엇일까? 무엇

이 지친 나를 이렇게 고양시켰나? 답은 너무나 분명했다. 그날 있었던 

상담에서 내담자가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을 보고, 내가 한 사람의 

삶에서 적어도 한 시점에서 만큼은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는 기쁨 

때문이었다. 내담자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기쁨에 나의 존재감이 일깨워

진 것을 느꼈다. 

그 동안 당연하게 혹은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던 생각은, 내가 내담자

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었다. 그런 생각 속에서 나의 여느 날

들은 대체로 지쳐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그 날의 나의 들뜬 기분과 편

안한 마음은 내담자로부터 온 것이었고, 심지어 그러한 기분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연결되었으며, 그것은 일시적인 정서 상태 이상의 그 무엇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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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식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집으로 돌아와서도 남편과 아이들에게 

평소보다 부드럽게 대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나의 기분 좋은 행동 변화

까지도 내담자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이 신기하고 반가웠다.

그 어느 날의 신기하고 반가운 경험이 있은 뒤로, 상담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고, 내가 내담자에게 받은 영향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하

였다. 새벽기도를 다니고 있는 내담자를 보고 나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

며 내담자가 했던 것처럼 새벽기도를 가기도 하였고, 그렇게 참석한 새

벽기도에서 내담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 것은 나로서는 놀라운 변화로 

생각되었다. 내가 주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담자에게 아주 소중한 

것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 내담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전보다 

더 귀하게 느껴지고 나의 존재가치도 더 선명하게 보였다. 여느 날(a 

usual day)인 줄만 알았던 그 어느 날(the day)의 경험으로, 내담자 때문

에 상담자도 변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상담을 통한 상담자의 변화

가 연구주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

본 연구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된 또 다른 주요 경험이 있다. 집단상담

에 집단원으로 참석하거나 학회의 행사를 참석해보면 60대, 70대가 되어

서 상담공부를 시작하시는 분을 종종 볼 수 있는데 그 분들을 보며 ‘많

은 나이에 상담이라는 학문에 마음이 향하고, 공부에 열정을 쏟는 이유

가 무엇일지?’에 대해 늘 궁금했다. 만학도와 이야기를 나누고 또 논문

을 읽으며 알게 된 것은 그들은 그 동안 가정을 돌보며 자신이 아닌 바

깥의 대상에 에너지를 쏟았으나, 이제 내적인 공허감이 생기며 자신의 

내면에 관심이 생기게 되었고 내면을 채우고자 하는 갈망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비단, 60대, 70대가 아니더라도 50대의 상담자들과 이야기를 나

누는 과정에서도 “이제는 외적인 것 보다는 자꾸만 나의 내적인 것을 

채우고 싶다”는 말과 함께, “상담을 하며 깨지는 경험을 통해 내적인 

고통을 겪고 그로 인해 변화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말을 들었다. 

어느 날(the day)의 경험에 50대 상담자와 만학도의 이야기가 불을 지

핀 꼴이 되어, 상담을 통해서 상담자가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에 대한 관

심이 피어났고 본 연구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나의 귀한 내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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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으로 내가 하고 있는 상담을 통해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며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로 인해 생겨난 고양된 기분과 충만감은 가족들을 

대할 때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달되었다. 또한, 내담자와 신앙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거나 삶에서 경험하는 문제들이 인간의 힘을 넘어선 절대자

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감지하거나 깨닫는 내담자를 보면서, 나와 하

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도 하였다. 

시나브로 나에게 찾아 온 변화의 사인(sign)들을 보며, 이것이 나 혼자

만의 경험은 아닐 것 이라는 생각과 나보다 더 많은 내담자를 만나고 인

생 경험이 풍부한 상담자들은 어쩌면 더 다양하고 깊이 있는 변화와 체

험들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에, 경력이 많은 다른 상담자들은 어떤 체험

을 할 것인지 궁금해졌다. 나의 경험과 궁금함을 연구 주제로 발전시킨

다면, 상담에서 학문적으로 어떻게 다룰 수 있을지 선행연구들을 검토해 

본 결과 내가 체험했던‘삶의 의미와 목적, 관계성의 변화, 초월적 존재

와의 관계’등은 상담학에서 ‘영성’의 구성요소로 정의 및 연구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내담자의 영향으로 상담자가 변화하고 발달

하는 것을 영성의 측면에서 연구하여 내가 겪은 체험에 대하여 상담자의 

경험과 발달에 관심을 두고 깊이 있게 확인하고 싶었다. 이에 연구를 통

하여 ‘상담자는 상담에서 무엇을 영성이라고 생각하는가? 내담자를 만

나며 자신의 영성과 관련하여 무엇을 경험하며 어떤 변화를 체험하는가? 

더불어, 상담자의 내면을 채우고, 상담자로 하여금 내적인 고통으로 뛰

어들게 하는 동인은 그들의 영성과 관련이 있는가?’에 대한 학문적인 

궁금함이 생겼다.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상담은 변화에 대한 학문이다. 그 동안 상담에서 연구와 사고방식은 

주로 내담자의 변화에 대하여 고려되었다. 그러나, 상담에서 발생하는 

만남의 결과는 양방향이어서 내담자 뿐 아니라 상담자에게도 변화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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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난다(김용태, 2006). 예컨대, 내담자의 외상경험에 상담자들이 반복적으

로 노출되면 상담자 역시 내담자의 고통이 전염되어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McCann & Pearlman, 1990), 성폭력 상담자들은 대인관계가 

단절되거나 축소되고 타인에 대한 불신감이 높아지는 경험을 하기도 한

다(권해수, 2006). 

한편, 많은 상담자들과 심리학자들이 그들의 내담자에 의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다(Goldfried, 2001; Holden 2000; Kottler, 1993, 1997; 

Peck, 1997; Yalom, 1989). 재난상담에 참여한 상담자는 지금-여기에서의 

자신의 욕구에 충실한 삶의 태도로 전환되고, 자기를 객관화 하는 능력

이 생겼으며 현실적 삶에 대한 지혜와 통찰이 생겼다(이동훈, 2015). 상

담자들은 내담자와 상담하면서 상담전문가로서 가져야할 기술과 태도를 

배울 뿐 아니라,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을 목도하면서 그 동안 희

미했던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되기도 하며, 자신의 능력에 대해 자신

감을 느끼기도 한다. 이처럼 상담은 내담자를 변화시킬 뿐 아니라 상담

자도 변화시킨다. 즉, 상담자가 가지고 있던 가치나 믿음이 상담에서 만

나게 되는 내담자의 고통이나 용기와 마주할 때 변하기도 한다. 때로는 

내담자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자신의 회복력을 사용해서 역경을 이겨내

는 과정을 만날 때, 상담자는 내담자로 인해 고무되는 경험을 한다.

Skovholt 와 Rønnestad(1992)가 발견한 상담자 발달의 20개의 주제 중 

주요한 세 개의 주제를 제시하면, ‘첫째, 내담자는 상담자의 지속적인 

영향의 원천이며 주요한 선생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둘째, 개인적이지 

않은(impersonal) 만남보다 사람 대 사람의(interpersonal) 만남이 보다 영

향력 있다. 셋째, 인간의 고통에 대한 강한 경험은 인내심과 인간의 다

양성에 대한 수용을 높인다.’ 이다. 이상의 세 개의 주제를 고려해 볼 

때, 상담자와 내담자의 만남이 사람 대 사람의 만남이기에 상담자는 내

담자를 통해 지속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영향은 상담자의 성장

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Skovholt와 

Rønnestad(1992)는 내담자는 상담자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원천이

고 중요한 선생의 역할을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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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상담자가 내담자에 의해 변화한 사례와 내담자로 인해 상담자

가 영향을 받는다는 학자들의 연구와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상담을 통한 상담자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를 포함하여 많지 않고 

연구의 초점은 주로 내담자에게 있으며, 상담자와 내담자간의 상호작용

의 영향이 상담자보다는 내담자의 사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

해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Freeman & Hayes, 2002). 오래전부터 상담자는 

상담의 효과성에 기여하는 주요한 요인(Smith, Glass & Miller, 1980)으로 

간주되어 왔는데, 내담자로 인해 상담자가 변화 및 성장한다는 것을 상

담자의 체험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 이루어진 상담자 발달 연구에서는 주로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고 익혀야 한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

져 있다. 그러나, 상담자 발달에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의 습득만이 

아니라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발달 요인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상담사 

개인의 심리적 성숙과 발달이 어떠한 상담의 이론적 접근이나 기법의 사

용보다 더 중요하고 상담성과를 가져오는 중추적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

다(김계현, 2000; Corey, 2010; Kottler, 2006; Wampold & Brown, 2006). 

전문적인 상담가로서 갖추어야 할 심리적 성숙과 발달이란 인지적인 차

원 뿐 아니라, 상담자의 영성과 관련하여 고려 될 수 있다. 영성은 개인

의 성장과 확장의 경험을 설명하는 중요한 차원이 될 수 있는데, 이는 

상담자의 전문적인 성장과 발달이라는 맥락에서 고려 될 수 있다 . 

상담자의 성장과 관련하여, Skovholt와 Jennings(2008)는 대가 상담자

들을 연구하여 그들의 특성을 도출하였는데 그들은 인지, 정서, 관계적 

영역에서 높은 수준까지 발달하고 통합되어 있었다. 대가 상담자들은 학

문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내담자 경험과 훈련과정을 거쳐서 갖추

어진 전문적 자질과 개인의 인성적 특성들이 조화롭게 상호작용하여 상

담의 현장에서 높은 상담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들의 인간

적 특성들 안에는 여러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인간의 심

리, 환경을 폭넓게 이해 할 수 있는 깊은 종교적, 영적영역이 있다. 상담

자들의 종교적․영성적 영역은 내담자들의 삶에 대한 인식 변화에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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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영성이 있는 상담자들이 영성이 약하거나 없는 상담자보다 상담에 

대하여 좀 더 긍정적이었다(Guinee & Tracey, 1997).

영성은 종교성의 의미를 포함하지만, 의미와 가치에 대한 개인의 신

념체계와 초월적 힘과의 관계를 가리킨다(Clinebell, 1995). 상담에서 일어

나는 영성관련 문제는 종교적인 신념체계와 관련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는 종교적 영역 밖에서 영성을 추구하고

자 하는 요구가 있다(Ingersoll, 1994). 따라서, 상담자들에게도 영성에 대

한 이해가 필요한데, 이에 대하여 Worthington(1989)은 상담자들이 영성

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이유로 첫째 많은 미국인들이 자신을 종교적이라

고 여기고 있고, 둘째 정서적 위기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심리적 혼란 

경험이 영성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고 여기며, 셋째 내담자들은 자신의 

종교적인 문제를 일반 상담실에 가지고 오는 것을 꺼려하고, 넷째 상담

자들이 그들의 내담자만큼 종교적이거나 영성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마

지막으로, 종교적 성향이 없는 상담자들은 내담자의 종교적이거나 영적

인 문제를 다루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국내에서도 상담자의 영성이 상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김창대, 권경인, 한영주, 손난희(2008)는 10명의 상담전문가

를 면담하여 얻은 결과를 귀납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한 연구에서, 상담 

성과를 가져오는 상담자들의 공통적인 요인 중 하나로 ‘상담자의 영

성’을 언급하였다. 상담전문가들은 ‘상담자의 영성이 상담에 주는 영

향력을 알고 활용함’을 강조하며 자신들의 영성이 상담에서 인간에 대

한 이해 및 근본적인 힘을 제공한다고 하였으며, 이들은 상담자로서 뿐 

아니라 개인적 삶에서 깊이 있는 신앙과 영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미순, 정민선(2017)이 273명의 상담자와 내담자 

쌍을 표본으로 설문조사 하여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상담자의 영성이 상

담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는 않았으나, 상담자의 영성과 상담성

과의 관계에서 자기성찰과 자기효능감이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에, 상담자의 영성은 상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이

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자의 영성 발달은 상담자에게 인간적 발달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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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전문성 발달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상담수련

생 또는 상담자에게 상담자의 영성을 인식시키고 성장시키는 교육과 수

퍼비전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이들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영성이 상담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한다.

상담자 영성교육과 관련한 연구로는 이문기, 이동혁(2017)의 ‘상담자 

교육을 위한 영성교육과정 개발연구’가 있다. 이문기와 이동혁의 연구

에서는 문헌고찰, 인식조사, 포커스 그룹 인터뷰, 합의적 질적 연구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영성교육과정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상담 및 임상심리학 대학원 과정에서 상담자의 영성적 안녕과 성

장, 전문적이고 윤리적인 영성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과과정과 수련과

정을 제시하여 상담자 영성교육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상담자 발달 연구에서 상담자의 영성이 상담 성과에 미

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인식과 함께 영성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등의 연구는 있으나, 아직까지 상담자들이 상담에

서 무엇을 영성이라고 인식하며, 어떠한 영성적 체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따라서, 국내 상담자들이 인식하는 상담에서의 

영성이 무엇이고 어떠한 영성적 체험을 하는지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상담자들은 영성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상담을 통해 

영성과 관련 하여 어떠한 체험을 하는지를 상담자들의 지극히 실제적이

고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한다. 상담자가 상담을 통해 영성적 체

험을 하고 영성을 발달시킬 수 있다는 것은 상담을 통해 내담자만 변화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자도 변화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기에, 상담자

가 상담에서 주기만 하는 존재가 아닌 상담을 통해 받을 수도 있는 자리

에 있음을 확인하게 해 줄 것이다. 내담자로 인한 상담자의 변화 경험은 

상담자가 소진을 경험하고 있을 때 상담자에게 회복력을 제공하는 자원

의 역할을 할 것이다.

상담자의 영성적 체험 및 발달에 관심을 두어야 할 또 다른 이유는 

영성에 대한 추구가 모든 사람들 즉, 내담자와 상담자의 내면의 욕구이

기 때문이다. 일찍이 Jung(1933)은 인간은 심리성적(psychosexual)이고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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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사회(psychosocial)적일 뿐만 아니라 ‘심리영적(psychospiritual)’인 존

재라고 하였다(Standard, Sandhu, & Painter, 2000). Frankl(1965)에 의하

면 인간은 영성을 지닌 존재로서 신체적, 심리적, 영적인 세 가지 차원

의 분리 될 수 없는 통일체이며, 인간의 자아초월을 생의 의미의 궁극적

인 차원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그는 인간이 건강하고 적응적인 삶을 살

기 위하여 정신적인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고 하며, 타고난 욕구로서의 

영성을 강조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이자 생득적인 것으로 언급되

는 영성에 대하여 상담자가 인식하고 상담에서 영성을 체험하게 되면 상

담자 자신의 심리적 성숙과 발달이 일어남은 물론 내담자에게 효과적인 

접근을 통한 상담효과를 일으킬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상담자들이 상담에서 영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

며 상담자들의 영성적 체험과 그 구조가 무엇인지 이해함으로써, 상담관

계에서 상담자의 영성적 체험을 통한 상담자의 성장을 이해하고 상담자

의 영성 발달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연구는 상

담관계에서 일어나는 영성적 체험에 관한 이해와 상담자의 영성 발달과 

관련한 체험을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며, 추후 국

내 상담연구에서 영성 및 상담자 발달 연구를 위한 모퉁이돌1)의 역할을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숙련상담자는 상담관계에서 어떠한 영성적 체험을 하는가?

둘째, 숙련상담자가 상담관계에서 겪는 영성적 체험의 구조는 무엇인가?

1) 건물을 지을 때 사용하는 안전한 기초석 역할의 큰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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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현상학적 연구에서 연구현상에 대한 기존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철학

적 ․ 문화적 배경을 살피고 연구결과들을 고찰하는 것은, 연구현상에 대

한 이해를 넓힐 수 있고 선행연구의 한계를 살펴 본 연구의 나아갈 방향

에 대한 지침을 얻는데 유용하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영성 개념에 대

한 다문화적 ․ 다학제적 이해를 위해 철학, 종교, 사회과학에서 논하는 

영성에 대하여 개관하고, 상담연구에서 다루어진 영성관련 연구에 대하

여 정리하고자 한다.

1. 주요 학문에서의 영성

 

“Spirit”은 ‘숨, 용기, 활력, 삶’을 뜻하는 라틴어 spiritus에 어원

을 두고 있다. “Spirituality”는 상태나 특성을 의미하는 접미사 “ity”

와 함께 인간의 영적인 특성 또는 본성으로 정의된다(Ingersoll, 1994). 

‘영성’이라는 용어는 ‘Spirituality’를 번역한 말로, 한자로는 ‘靈
性’이라고 표기한다. ‘靈性’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이 본래부터 타

고난 총명한 재능과 지혜, 종교의 교리를 깨닫는 능력, 영혼’이다. 

‘靈’이라는 글자를 들여다보면,  [巫] 는 ‘비는 사람 ’이다. 工(기

능공 공)을 빌어 사람의 모양을 본뜨고, (비문 모)는 긴 소매를 본떠 

그 일이 춤추는 데에 있음을 가리킨다. 즉, 고대에 춤으로 신을 향하여 

복을 비는 사람2)을 뜻한다. 결국, ‘靈’이라는 글자 안에는 초월적 존

재와 인간의 연결로 복을 추구하고자 했던 바램3)이 담겨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spirituality 가 담고 있는‘인간의 본성’과 靈性이 뜻하는 ‘초

월적 존재와 인간의 연결’이라는 문자적 의미는 다음에서 논하는 동서

양의 철학적 사조에서도 드러난다.

2) 한문 문자학전공 박사 이충구의 자문에 따름.
3) 한문 문자학전공 박사 이승용의 자문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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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 사상은 학문, 방송매체, 교육, 인간의 관계 등 수없이 많은 인간

의 삶의 현장 곳곳에 녹아 있기 때문에, 철학사상에서 논의되는 영성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영성에 대하

여 모든 것을 다루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고대철

학부터 현대철학에 이르기까지 동․서양의 철학 속에 내재되어 있는 영성

의 개념 중 본 연구와 관련 있는 영성의 개념에 대하여 몇몇 철학자들에 

의해 언급 된 영성을 개관하였다. 

1) 철학에서의 영성

 

‘spirituality’ 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

문에(Sheldrake, 1992), 고대 철학의 영성 개념은 영성이라는 단어 대신 

‘영혼’ 또는 ‘마음’으로 표현된 내용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따라

서, 본 절에서 개관하는 철학에서의 영성은 ‘영, 영혼, 마음’ 등의 용

어로 표현되기도 한다.

인간의 영성에 대한 이해와 이를 위한 교육은 고대부터 있어왔다. 오

늘날 교육학 분야에서 청소년들의 영성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에 활용되는 

공자의 지천명(知天命) 사상은, 인(仁)을 통해서 생성되고 변화하는 가운

데 내리는 천명을 인식하는 것이다. 지(앎)이란 지식이 아니라 ‘천(天)

과의 일치’이며, 인한 마음은 철저한 자성으로 시작된다. “‘어찌할까 

어찌할까’ 하고 끊임없이 반문하지 않는 사람은 나도 어찌할 수 없

다.”고 하며, 모든 대상에 자신을 비추어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것이 자

성이고, 이러한 자성을 통해 인에 이르고 지천명에 이른다고 생각한 것

이다(이향만, 2012). 

맹자의 인간관을 통해 영성과 관련한 그의 개념을 엿볼 수 있는데, 

인간은 하늘의 뜻이라고 표현되는 초월적인 것에 대한 인식을 통해 인간

의 힘을 넘어선 하늘의 뜻을 잘 알아야 인간의 마음을 잘 돌아볼 수 있

다고 이야기했다. 이것은 맹자의 “그 마음을 다하는 자는 그 성(性)을 

알고 그 성을 알면 하늘을 알게 된다. 그 마음을 보존하여 그 성을 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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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하늘을 섬기는 근거가 된다” 라는 말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맹자는 인간이 사단(四端)4)을 지녔고 그 실현을 통해 덕의 수여자인 하

늘과 일치될 수 있는 존재(이정배, 2002)라고 하며, 하늘의 뜻을 알 것을 

강조하면서도, 인간이 실천하여야 하는 덕목들을 함께 강조하였다. 즉, 

맹자는 인간의 본성은 완전하고 흠이 없는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기에, 

인간은 하늘의 뜻을 알고 실천하여 하늘의 본성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

는 존재로 본 것이다. 

우리나라의 철학자 중 퇴계의 마음 작용에 대한 설명을 통해 그의 영

성관을 살펴 볼 수 있다. 퇴계는 인간의 마음 작용을 두 가지로 설명한

다. 첫째는 인간 마음이 작용되기 전인 하늘의 이치가 닿은 상태를 보존

하는 것이고, 둘째는 마음이 발현된 이후 그 작용에 대한 비판적 사고, 

곧 성찰이다. 전자는 본연지성을 유지, 보전하는 일이고, 후자는 악의 경

향성을 띠는 마음 작용을 바르게 잡는 일이다. 다시 매순간 자신을 살피

고 경계하는 영적인 삶을 요구하였다(이정배, 2002). 즉, 퇴계는 인간의 

마음, 즉 영에 대해 말하기를 초월적 존재의 이치를 알고 따르는 것과 

자신을 성찰함으로써 마음을 보살필 것을 이야기한다. 이처럼 동양에서

는 초월적 존재인 하늘의 뜻을 알고 자신을 살피는 것이 영성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 표현된다.

플라톤은 인간이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

는 인간의 특징을 ‘이원론적’이며 ‘영적’이라고 하였고, 인간 존재

는 ‘영혼’과 분리 될 수 없기에 인간과 영혼이 동일시되었다. 플라톤

의 인간 이해에서 핵심은 ‘영혼’인 반면,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자 영

혼으로 하여금 죄에 떨어지게 하는 유혹자(윤주현, 2014)로 표현하며, 인

간이 영혼을 통해 인간답게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영성과 관련한 생각은 영혼에 대한 인식에서 살펴 

볼 수 있다. 그는 영혼과 육체 사이의 본질적인 일치를 구성하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켰다. 영혼은 어디에서 유래하는가에 대한 논의에서 

몸을 살아있는 생명체로 기능하게 만드는 실재를 영혼으로 이해한다. 영

4) 사람의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네 가지 마음씨. 즉.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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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은 “생명을 잠재적으로 가지는 자연적 신체의 제일 현실태(신승환, 

2015)”라고 하며, 우리가 살아있고 느끼며 사고할 수 있게 해주는 근본 

원인이 영혼이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인간이 인간이도록 하는 것이 곧 영

이라고 하며 영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인식하였다.

헤겔의 마음 발달 원리를 통해서 헤겔이 논하는 영성의 개념을 살펴

볼 수 있는데, 헤겔은 칸트의 인식론적 입장에 대해서 ‘진리(절대자)는 

마음이 그것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이미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과정을 

진리와 별개의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또한, 영혼은 의

식 안에 감춰져 있는 근원적인 동일성으로써의 마음이고, 아직 의식이 

자각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불식간에 따르는 ‘정신적 실체’로

서의 마음이라고 하였다. 즉, 영혼은 의식으로 하여금 부지불식간에 보

편자를 추구하도록 이끄는 정신이다(고영준, 2010). 헤겔은 인간을 기본

적으로 진리 또는 절대자라고 하는 초월적인 것에 대해 경향성이 있는 

존재로 이해하였다.

현대 철학에서 영성 개념은 거의 주목받지 못했으나, 철학이 해체주

의적 경향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실존적이거나 인간의 마

음과 초월적 영역에 대한 철학적 분석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신승환, 

2015). 현대 철학에 이르러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을 ‘시간적인 것’과 

‘영원한 것’의 합일로 이해하였다. 그가 영을 갖춘 정신적 존재로서 

인간을 규정한 배경은 영원한 것에 대한 의식이야말로 자유의지를 갖춘 

인간이 선택해야 될 과제라고 이해했기 때문이다. 결국 정신적 존재로써 

인간은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것이다(김용환, 

2009). 키에르케고르의 실존의 세 가지 단계 중에서 종교적 단계의 실존

이 그가 말하는 영성과 관련되어 있다. 종교적 단계로 가는 마지막 관문

은 죄에 대한 자각을 통해 가능하다. 이전 단계인 윤리적 실존은 ‘자기

와의 만남’이지만 그 결과는 ‘한계의 자각’이다. 이 한계를 극복하는 

길은 단 한 가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포자기는 

‘진정한 사랑’을 가능하게 하여 신 앞에서 완전한 ‘무력함’을 인정

할 때 종교적 단계의 초월을 경험할 수 있다(김모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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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 맹자, 퇴계에 이르기까지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영성은 두 가지

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하늘의 이치를 아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이치를 따라 자기를 성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양철학에서는 초

월적인 대상이나 세계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가운데 인간으로서 행해야 

할 마땅한 바를 실천하는 것을 영성 실현으로 본 것으로 이해된다. 

서양철학에서는 인간의 영혼이 육체와 다르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이 육체의 주인이라고 하였으며 헤겔은 

인간의 영혼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절대자에게로 향하도록 하는 힘을 

가진 것으로 이해하였다. 키에르케고르는 영성이란 인간이 처한 공간성

과 시간성을 넘어 절대적인 세계 또는 절대적인 대상과 관련성을 맺으려

는 인간의 욕구로 이해하고 있다.

2) 종교학에서의 영성

종교학을 포함한 사회과학 학문에서 영성과 관련하여 합의된 의견은 

영성(spirituality)과 종교성(religiosity)는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연구와 문헌에서 영성과 종교성을 비슷한 개념 혹은 중첩된 개념으

로 여기고 있고, 대부분의 상담학 분야의 학자들이(Banks, 1980; 

Chandler, Holden, & Kolander, 1992; Hage, 2006; Hinterkopf, 1994; 

Ingersoll, 1994; Myers, 1990) ‘초월적 존재와의 관계’를 영성의 하위요

소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에서 다루어지는 영성에 대하여 개관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종교는 시대와 지역의 의식과 문화를 반영하

기 때문에, 종교에서 이야기되는 영성에 관하여 살펴봄으로써, 상담자가 

다양한 종교의 영성 개념을 이해하여 자신의 영성과 상담에서의 영성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

는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의 영성에 대하여 개관하였다.

가. 기독교의 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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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영성 학자로 잘 알려진 Willard(2003)는 그리스도인의 영성 개

발은 성령의 주도로 인간 자아의 내면세계가 개발됨과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의 내면을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한다. 현대 기독교 영성은 

영과 육으로 나뉘는 이분법적인 접근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전

체론적인 접근을 하여 삶의 경험으로써의 영성을 추구한다. 즉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 구체적인 경험을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도 실현하는 것을 영성적인 삶

을 실천하는 것으로 여긴다(Downey, 1997). 

현대 기독교 영성과 관련한 신학자들의 많은 연구와 저서 중 연구자

가 기독교 영성을 이해하기 위해 리처드 포스터를 비롯한 저명한 영성학

자의 저서들을 읽어본 결과, 영성의 근본적인 내용은 성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각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기독교 영성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음

을 확인하였다. 본 절에서는 리처드 포스터와 Beebe(2009)가 함께 저술

한 책인‘영성을 살다’에서 제시한 영적인 삶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

다. Foster 와 Beebe는 삶의 여정 속에서 기독교 영성에 이르는 길을 다

음과 같이 일곱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다. 인간 본성의 

근본에 사랑에 대한 추구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법을 배워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하면 인간사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사랑들이 제자리를 찾는

다. 둘째, ‘여정으로써의 영성 생활’을 하는 것이다. 영성 생활을 여정

으로써 본다는 것은,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보기 위

해 인생의 모든 발걸음을 성찰하고 분별해야 함을 인식하는 것이다. 셋

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회복’에 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옳고 그름, 인생의 궁극적인 운명, 의미 있는 삶

을 사는 방법에 대한 지식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넷째, ‘예수 그

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갖고 유지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충만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

동체적 경험에서 비롯된다. 다섯째, ‘하나님을 체험하는 바른 질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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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하나임에 대한 체험은 그 분과 함께하는 삶의 타당성을 확증하며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체험들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개념화한다. 여섯째, ‘행동과 관상(meditation)’을 통한 것이다. 삶에서 

자신이 지은 죄와 그로 인한 고통의 치유책을 알고 미덕의 질서를 분별

하여 영성을 형성한다. 일곱째, 마지막이자 완전히 새로운 시작인 ‘영

적 상승’이다. 모든 이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길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기 때문에, ‘깊은 내적인 변화, 지성의 계몽, 영혼의 완성’을 통해 

영적 상승으로 나갈 수 있다.

일곱 가지로 제시된 기독교의 영성을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

랑의 실천이고 이를 위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과 삶의 여정에서 사

랑과 영적인 삶을 실천할 것을 강조한다. 즉, 지적인 부분과 동시에 실

천적인 부분에서 영성을 발달시켜야 함을 이야기한다. 기독교인들의 영

성에서 실천적인 면을 중요시하는 것은 다른 영성학자에 의해서도 강조

되었다. Willard(2002)는 그리스도인에게 영성개발은 자기만의 문제가 아

니라 ‘사회적인 일’이라고 하였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모

든 것이 내 존재에 영향을 끼치고, 그것이 다시 주변 모든 사람과의 관

계를 바꿔놓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나의 대인관계 또한 나를 바꿔 

놓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려면 

관계가 변해야 한다고 하였다. 영성이 관계적인 성격을 띠고 실천을 통

해 이루어진다는 기독교 영성의 특징에 근거하여, 종교가 기독교인 상담

자들은 자신의 영성발달이 개인의 문제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만나는 

모든 관계 즉, 내담자와 가족 다른 대인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다. 

 

나. 불교의 영성

불교 사상은 아시아문화권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특히 

불교가 전해지면서 그 불교에 의해 동아시아라는 문화적 네트워크가 만

들어지기 시작했다(석길암, 2015). 현재까지 불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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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네팔, 대만, 홍콩, 일본, 부탄, 중국 등 아시

아의 다양한 민족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Sink, 서미, 김동현, 2007). 

특히, 우리나라는 불교의 역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오래된 불

교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현대인의 삶에도 불교문화가 많은 영향을 미

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불교의 영성에 대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불교에서는 영성이라는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으나 영성을 종교성으

로 이해한다면 불성(佛性)이라는 개념과 유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불성

은 부처의 성품으로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이자 깨달음에서 나타나는 정

신적 명확성을 의미한다(김용표, 2010). 불교에서 영적인 사람이란 번뇌

와 깨달음을 통해 부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불교에서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깨달음이 가장 중요하다. 깨달음

의 문제는 깨달음의 종교인 불교에서 가장 본래적인 영역에 속한다. 다

양한 교리적 가르침은 결국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방편들 이라고 할 수 

있다. 엄밀히 말해서 깨달음이란 불교의 궁극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관

문에 해당한다. 깨달음을 추구하는 이유는 깨달음 자체에 있기보다는 그

것을 통해 얻어지는 변화에 있을 것이다. 깨달음이란 인식의 전환을 통

해 ‘괴로움이 소멸된 상태’를 실현하는 데 최종 목적을 둔다고 할 수 

있다(임승택, 2012). 괴로움이 소멸된 상태에 이르기까지 깨달음을 얻어

가는 과정이 불성에 다다르기 위한 과정이자 영성인 것이다.

고통을 소멸하기 위한 방법으로, 불교에서는 초월적인 신에 대한 믿

음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적인 깨달음을 통해 스스로 고통을 소멸할 수 

있다고 말한다. 고통의 소멸로 나아가기 위한 사성제(四聖諦)는 “괴로움

을 소멸하고 즐거움을 얻는 것을 형상화(임승택, 2012)”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성제에서는 인간의 생사와 관련된 모든 것이 고통인데,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놓지 못하는 욕심과 집착을 버

려야 한다고 한다. 헛되이 집착하는 것이 고통을 낳는 것이기에, 이 고

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편이 깨달음을 통한 불성에 이르는 것이다. 강

기선(2013)은 이와 관련하여 사성제의 핵심은 고통이 있다면 고통이 사

라진 해탈의 세계와 해탈에 이르는 길도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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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영성에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의 여정에서 공동체 관

계를 중요시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과정’이 곧 영성을 이루어가는 과

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 불교에서의 영성은 괴로움이 소멸된‘상

태’에 이르는 것을 궁극의 목적으로 두고 있다. 괴로움이 소멸된 상태

에 이르기 위해서는 개인 스스로가 깨달음 얻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통

해서 변화할 것을 강조하며, 모든 인간이 번뇌와 수행을 통해 부처와 같

은 지혜와 공덕을 갖출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다. 이슬람교의 영성

이슬람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예언자 모함메드에 의해서 610년에서 

632년 사이에 만들어진 종교이다. 전 세계적으로 세계인구의 25%에 해

당하는 대략 십팔억 명의 이슬람교도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세기 

말 부터는 우리나라에도 이슬람의 포교활동이 가속화 되어 이미 우리나

라에도 많은 이슬람신도가 있으며 이슬람의 영성과 문화가 많이 존재하

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슬람은 테러와 폭력, 전쟁 등의 이미지로 인식되

어 있는데, 본 절에서는 이러한 편견을 뒤로하고 이슬람 종교가 갖고 있

는 교리와 영성에 대한 소개를 함으로써 중립적인 시각을 제공하여 이슬

람 영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이슬람의 영성은 그 기초를 코란(꾸란)에 두며, 코란 영성의 기원은 

알라의 영 곧 모함메드에게 임했던 영에 근거한다(이종우, 2006). 이슬람 

종교를 믿는 신자를 무슬림이라고 하는데, 알라의 뜻에 따라 완전히 순

종하는 사람을 뜻한다. 알라는 인간이 정의, 평등, 그리고 연민의 정으로 

상호 행동할 것을 명한다(Armstrong, 2000). 무슬림들은 코란을 예언자 

모함메드를 통해 인간에게 계시된 신의 말씀이라고 믿는다. 이슬람의 핵

심은 알라신의 유일성과 그의 선지자 마호메트의 독보적인 지위를 고백

하는 것이다.

이슬람교의 모든 종파는 믿음의 기둥이라는 ‘유일신과 마호메트에 

대한 믿음, 하루 다섯 번 기도, 사전, 금식, 성지순례’의 다섯 가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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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의무를 강조한다(Abudabbeh, 2005). 이 다섯 가지 의무는 이슬람교

를 이해하는 데 가장 핵심적이며(Lippman, 1995) 상담자들이 대부분의 

이슬람교도의 신앙이나 영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다(Sink, 서

미, 김동현, 2007).

이슬람 영성의 본질은 코란에 표현된 일치(Unity)를 실현하는 것으로

써 공동체의 삶에서 실현되어야 한다(Nasr, 1987). 이를 위해 이슬람교도

들은 영성체험에 대한 추구 뿐 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꾸준한 예배를 

통한 절제와 의무를 지키며 정의, 평등, 연민으로 서로를 대할 것을 강

조한다. 따라서, 이슬람에서 영성은 신에 대한 의무와 인간에 대한 베풂

을 통해 발달시켜나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라. 힌두교의 영성

세계 4대 종교 중 하나인 힌두교는 우리나라 국민에게는 다소 낯선 

종교일 수 있다. 힌두교는 정신의 우위성을 강조하며 신비적 체험을 중

요시하는 종교이기도 하지만, 다른 종교를 포용하는 관용성을 지니고 있

는 종교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힌두교에 대한 이해와 힌두교도들이 영성

을 위해 수행하는 과정을 간단히 소개하기로 한다.

근대 유럽의 언어인 힌두(Hindu)는 그리스어 인더스(Indus)를 기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산스크리트어 신두(sindhu)에 바탕하고 있다

(스가누마 아키라, 2003). 힌두교는 분명히 종교이긴 하지만 매우 복잡한 

성격을 띠며 단순한 종교 영역에서 벗어난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 종

교적 의무․풍속도 다양하다. 결국 인도의 풍속, 관습, 사상, 사회에 걸친 

다양한 것의 종합체가 실제로 ‘힌두교’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Hanna 와 Green(2004)에 따르면, 힌두교 영성의 핵심은 개인의 정체

성을 궁극적으로 브라마의 정체성으로 실현하는 데 있다. 영적 수행의 

목적은 자아를 초월하고, 모든 존재와 함께 하나가 되는 진정한 정체성

을 실현하는 데 있다, 이처럼 힌두교 영성은, 개인보다는 세계 전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때 이러한 정체성의 실현은 믿음이나 사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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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은 심오한 영적 

깊이와 결과에 대한 통찰력에 근거한다(Sink, 서미, 김동현, 2004).

힌두교에서의 영적 성장은 업과 윤회로부터 해탈하는 것과 깊은 관련

이 있다. 업이란 인간의 행위는 잠재력과 여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한 사람의 다음 삶의 존재 방식을 지배하는 힘을 뜻한다. 인간은 

이 업에 의해 윤회하며 윤회의 세계는 괴로움이다. 선한 행위를 많이 하

여 천계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천계의 삶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힌두에게는 영원한 세계란 윤회를 초월한 것, 곧 해탈뿐이다(스가누마 

아키라, 2003). 

영적인 성장을 위해 해탈에 이르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힌두교 경전 

‘기타5)’에서 세 가지 길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지식의 길’이다. 

순수 정신과 근본 물질을 구분하여 인식하고 육체를 제어하며 순수성을 

발휘할 때 해탈이 이루어진다. 두 번째 해탈의 길은 ‘행위의 길’이다.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 함으로써 해탈

을 얻는 것이다. 세 번째 해탈의 길은 ‘신애의 길’이다. 요가로써 정

신 수련, 또는 고행으로 자기 자신을 단련해 온 것은 인도의 여러 철학

에서 표준적인 해탈에 이르는 수단인데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매우 

강인한 정신을 필요로 한다. 즉, 자신의 노력으로 윤회의 속박에서 벗어

날 수 없는 대중들은 신에게 열렬한 사랑과 믿음을 바침으로써 해탈을 

얻는 것이다(스가누마 아키라, 2003).

종교에서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각 종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와 역

사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기에 한 문단으로 정리하기란 쉽지 않다. 이

각 종교에서 말하는 영성은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불교

는 불성을 갖는 것, 이슬람은 알라의 뜻을 따르는 것, 힌두교는 브라마6)

의 정체성을 갖는 것으로 표현된다. 즉, 각 종교에서 믿는 신을 닮아가

는 것을 영성을 실천하거나 발달시킨다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에서 동일

하다. 또한, 위에서 소개된 4개의 종교에서 말하는 영성의 공통적인 특

5) ‘기타’는 대서사시 ‘마하바라타’ 안에 편입되어 있는 시이다.
6) 힌두교 창조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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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은 개인과 신과의 관계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속해 있

는 공동체를 넘어서 온 세계 또는 우주로 표현되는 것과의 관계 속에서 

신을 경험하고 영성을 실천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3) 사회과학에서의 영성

영성이 학문 분야에서 중요하게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이후

부터이다. 그 배경으로는 인간의 이성을 절대시하던 합리주의를 비판하

면서 대두된 포스트모던 정신과 세계보건기구(WHO)의 건강개념 재규정

에서 영성을 첨가하여 논의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다. 1999년에 세계보

건기구에서는 건강개념을 재정립하면서 건강이란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

니라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및 영적 웰빙 상태’로 규정하였다. 이는 

인간의 건강과 질병을 올바로 이해하고 적절히 다루기 위해서는 영적 차

원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김용환, 최금주, 김승

돈, 2009). 

인간의 적응적인 삶을 위한 영성에 대하여 연구하는 대표적인 학문분

야는 상담심리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간호학 분야이다. 사회과학 분야

의 영성관련 흐름에서 네 가지 영역 모두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각 

서비스를 제공 받는 수혜자 즉, 교육에서는 학생, 사회복지학에서는 의

뢰인, 간호학에서는 환자, 상담학에서는 내담자의 영성을 다룰 필요성에

서 연구가 시작되었고 그것은 다시 각 서비스의 제공자인 교사, 사회복

지사, 간호사, 상담자의 영성 발달과 관련한 연구로 연결되었다는 것이

다. 네 개의 학문분야 모두 수혜자의 영성 발달과 영성 교육을 위해 시

작한 것이 현재는 서비스 제공자의 영성 발달에 관한 연구로 확장되었

다. 

본 절에서는 교육학, 사회복지학, 간호학 분야에서 다루어진 영성관련 

연구들을 개관하여 각 학문 분야에서 논해지는 영성의 개념과 각 학문분

야에서 영성의 활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상담심리학 이외의 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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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다루고 있는 영성과 상담심리학에서 다루는 영성의 공통점과 차이

점을 살펴봄으로써, 상담심리학에서 말하는 영성의 개념을 확고히 하고

자 한다. 상담심리학에서 다루어진 영성은 별도의 절에서 다룰 것이다.

 

가. 교육학 분야의 영성

르네상스 이후, 학문과 교육의 영역에서 영성은 오랫동안 분리되었다. 

영성함양은 교육의 관심사에서 제외되었으며, 이는 총체적인 인간의 형

성을 어렵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인간의 파편화, 목적과 의미의 상실 등

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한편, 학생들에게 영성함양을 위한 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교육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영성함양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며 교사 교육 프로그램에 영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연구가 진행

되었다.

교육학에서 영성을 도입하는 방법은 홀리스틱 교육을 통해서 시작되

었다. 영성교육의 일환으로 시작된 홀리스틱 교육은 21세기의 대안적 교

육 패러다임으로 모더니즘의 기획에서 보기 어려웠던 인간의 본질에 대

한 성찰적 접근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간의 전인성, 즉 지와 체와 영이

라는 인간존재의 다차원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종교영역에서나 논했던 

영성(spirituality) 개념에 대한 강조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다(명지원, 

2014). 홀리스틱 교육을 통해 관계와 의미에 대한 교육 및 인간과 삶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개인의 존재성과 삶의 본질에 대한 성찰을 통해 존엄

한 존재로서의 인간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공동체에 대한 관계 의식에 

대한 교육이 시작되었다.

홀리스틱 교육과 더불어 교육학에서 영성과 관련한 주요 쟁점은 영성

지능이다. 20C초에 중요한 쟁점이 되었던 지능지수(intelligence quotient; 

IQ)에 더하여 1990년대 중반 Daniel Goleman은 Emotional Intelligences 

(1995) 에서 감성지능(emotional quotient; EQ)을 이야기하였고, 다른 사람

의 감정을 인식하고 고통이나 즐거움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능력을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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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는 IQ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것이 많은 

신경학자，심리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의 사회 상황

이나 교육 현실을 직시해볼 때 IQ, EQ 외에 무엇인가 보충되어야할 것

을 느끼는데 그것이 바로 근래에 주목되기 시작한 ‘영성지능(spiritual 

quotient; SQ)’이다. SQ는 IQ와 EQ가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데 기본이 

되는 ‘인간의 궁극적 지능’ 이라고도 한다(송민영, 2002).

홀리스틱이나 영성지능이 강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영성

교육에 대한 연구는 간헐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영성교육의 의미와 성격

을 다루기도 하고(고요한, 2011; 한영란, 정영수, 2004), 이원론적 지식교

육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영성교육을 제시하기도 하고(허영

주, 2009; 홍은숙, 1999), 교육과정에서의 영성교육의 중요성을 논의하기

도 하며(허영주, 2010), 교사교육에서 영성의 중요성을 강조(정윤경, 

2006)하기도 하였다(유재봉, 2013). 학생들의 영성 함양을 위한 영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송민영, 2002; 한미희, 2012)도 이루어졌다. 

국내외에서 대학생들에게도 영성의 성장은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대학 교육의 기간에 인지적인 면과 더불어, 가치관이나 삶에 대한 

태도에서 많은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양은미(2012)의 연구에 

따르면, 대학 신입생들의 영성이 높은 점수를 나타낼수록 삶의 목적을 

찾고자 하며, 대학교육이 추구하는 각종 역할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성교육가인 Palmer(2010)는 대학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을 학생들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 발전시키는 내적 성장에 두

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대학생들의 영성을 위해 대학 교육에서 삶의 

목적과 의미, 가치, 정체성 등의 주제로 저술한 저서(Astin, Astin, & 

Lindholm, 2011; Chickering, Dalton, & Stamn, 2006; Nash & Murray, 

2010; Palmer & Zajonc, 2010)들이 대거 출간되고 있다(이은실, 2015).

한편, 교육에서 영성을 효과적으로 다루고 학생들의 영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의 영성이 중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교사교육에서 영성을 

다루고자하는 학문적 논의가 진행되었다(김영석, 2012; 김정신, 2005; 박

성혜, 2012; 정윤경, 2005, 2006; 허영주, 2010). 김영석(2012)은 교사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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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삶과 교직 수행에서 ‘삶의 목적 및 가치인식’, ‘초월적 연결성 

인식’, ‘인식과 삶의 일치’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하여 논하였다. 김

정신(2005)은 영성 지향적 유아교사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자

신의 내적인 깨달음과 성장이 중요한 교육내용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이

를 위한 실천 가능한 접근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정윤경(2005, 2006)은 영

성차원을 도입한 외국의 교사교육의 실례들에 대한 고찰을 통해, 영성을 

고려한 교사교육이 우리나라의 교사교육에 필수적이며 교사가 개혁의 주

체가 될 것을 강조하였다. 허영주(2010)는 영성함양교육의 사례 및 영성

함양방법의 분석을 통해서 교사의 영적 성숙을 위한 교사교육과정의 변

화 방향을 제안하였다. 이렇듯 교사의 영성을 깨우고 교육하기 위한 시

도는 교육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영향력으로 여겨지고 있다.

교육학에서는 교사의 영성을 다루는 연구가 많은데 그 시작은 학생들

의 영성을 다루는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뿐 만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다루는 교사의 영적 성장이 

확보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배우는 자 뿐만 아니

라 가르치는 자의 영성 함양이 중요한 것이다. 교육학에서 언급되는 영

성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을 살펴보면, ‘삶의 목적과 가치 인식’, ‘연

결성 인식’, ‘삶의 의미 발견’ 등 상담학에서 이야기되는 영성의 개

념과 상당부분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사회복지학 분야의 영성

사회복지학 분야도 상담학이나 교육학과 마찬가지로 인간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차이점이라면 교육학이나 상담학은 인간의 

내면을 직접 교육하고 성장시키는데 관심이 있고, 사회복지학은 인간의 

환경을 다루는 과정에서 인간을 총체적으로 만난다는 측면이 있다. 인간

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해야 하는 사회복지학 분야에서도 영성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지난 20~30년 동안 사회복지 영역에서 영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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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는 여러 사회복지학자들이 기존 사회복지 이론 및 실천의 실패에 대한 

가능한 해결책이 영성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Carrington, 2013). 사회

복지 영역에 영성을 포함시키는 것은 의뢰인과 그의 삶의 모든 면에서 

전인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준다(Hodge, 2011). 사회복지는 일반적으

로 ‘환경 속의 인간(person-in-environment)’이라는 전체론적인 인간관

을 견지하기에 육체적-정서적-사회적 측면의 통합된 인간관을 중요시 여

겨 왔다. 하지만 영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 세 가지 측면에 영

적 측면을 통합하여 인간을 보다 폭 넓게 이해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오윤수, 정현태, 2013). 

많은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영성의 주된 기능 중 하나는 

영성이 실천가와 클라이언트 사이의‘진실 된 관계’를 촉진(Canda, 

Furman, & Leola, 2010; Nash & Stewart, 2005)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진

실 된 관계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지속되도록 하고 변화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는 역할을 한다. 즉, 사회복지 안에서 영성은 주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한다(유영준, 2013). 영

성이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수준을 넘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진실 된 관계를 견지하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의 영적인 인식과 태도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국외의 경우 약 30년 전부터 사회복지학 안에서 영성이 연구되기 시

작한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1996년에 이혜숙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사회

복지 분야의 영성관련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혜숙(1996)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의 영성에 민감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상호간의 ‘자기초월의 노

력’을 강조하였다. 유장춘(2003)은 영성에 대한 접근이 경험적이고 실천

적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

였다. 2003년에 실천적인 영성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였음에도, 국내에

서는 아직 실천적 영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차유림

(2017)에 따르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관련한 연구가 단 

4편으로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영성에 대한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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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시도가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앞에서 살펴 본 사회복지에서의 영성 

개념을 살펴 볼 때, 사회복지 안에서 영성의 실천에 대한 연구는 사회복

지사의 영성과 관련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사회복지학 분야도 다른 학문분야와 마찬가지로, 영성에 대하여 한마

디로 정의하기 보다는 여러 특징들로 개념화하고 있다. 사회복지학 분야

의 대표적인 영성 학자 Canda(1988)가 개념화 한 영성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적 성장과 환경과의 관계로 표출되는 것으로, 단순화 할 수 

없는 인간의 내면적인 측면이다.

 2) 인간 경험의 어떤 것과도 분리되지 않으며, 오히려 다른 모든 

측면의 통합체이다.

 3) 의미와 목적을 지각하는 것에 대한 추구를 뜻한다.

 4) 자신과 타인을 비롯한 모든 존재하는 것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

는 것을 의미한다.

 5) 관계와 일체감(unity)에 대한 영적인 경험은 인간의 고통과 소외

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한다.

 6) 삶의 세속적인 측면과 초월적인 측면을 통합시킨다.

이와 같은 다양한 기능을 하는 영성을 한 마디로 무엇이라고 정의하

기는 어렵지만, Canda(2010)는 그의 동료들과 쓴 저서에서, 영성이란 돕

고자 하는 마음이며, 공감과 돌봄의 마음이자 동정심의 원동력일 뿐 아

니라 현장에서 발휘되는 지혜의 중요한 흐름이자 봉사를 위한 추진력라

고 말한다. 즉, 사회복지에서 영성을 다루는 것이 수혜자인 클라이언트

뿐 만 아니라,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영성을 발휘하는 것

은 자신의 일에서 소진을 막아주고 오히려 지혜를 발휘하게 해주는 추진

력으로써 기능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에서 제시된 사회복지 분야의 영성은 다음 절에서 소개될 상담학분

야의 영성과 비교해 볼 때, ‘의미와 목적 추구’, ‘사랑의 관계’, 

‘일체감의 경험’등은 매우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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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학 분야의 영성이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언급이나 삶의 세속적인 측

면과의 통합과 같은 삶의 실제적인 영역과의 관계와 통합을 강조한 점은 

상담학 분야 영성 개념과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다. 간호학 분야의 영성

간호학 분야에서 영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교육학에서 논하는 영성과 

마찬 가지로, 인간에게 전인적인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

다. 인간의 본성을 한 가지 측면이 아닌 여러 측면으로 이해하는 것은 

간호학의 기본 전제로, 영적 간호는 간호대상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하

나의 권리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많은 학자들은 영적 측면이 전인간호를 

지향하는 간호학 이론의 중요한 핵심개념으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필

수적인 차원(Ross, 1994; Taylor, Highfield, & Amenta, 1994)이라고 강조

한다(민소영, 2001).

Ross(1994)는 Renetzky(1979)가 제시한 영성의 측면에 대하여 간호학

에서 요구하는 영성의 개념을 고찰하며 간호학 분야에서 논의되었던 사

례들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첫 번째로 제시되는 영성의 개념은 ‘삶, 고

통, 죽음에 대한 의미, 목적, 실현에 대한 발견’이다. Simsen(1985)의 연

구에서는 환자들이 그들의 병과 입원의 의미를 발견하기를 원하며, 의미

를 발견하는 것은 환자들에게 중요한 경험이라는 것을 밝혀내었으며, 

Kobassa(1988)는 환자들이 일에서 의미를 발견하면 스트레스를 덜 느낀

다고 하였다. 

두 번째로 제시되는 영성 개념은 ‘삶에 대한 희망과 의지’ 이다. 

희망은 삶에서 활력과 생기를 만들며 힘 있는 삶을 살도록 하는 주요한 

동기로 간주된다(Dubree & Vogelpohl, 1980). 희망의 긍정적인 효과는 수

년 동안 많은 임상가들 사이에서 목도 된 일이며, Renetzky(1979)와 

Swaim(1962)은 환자들이 삶에 대한 의지가 강할수록 병을 이겨내는 경우

가 많았다고 보고하였다. 정신과 의사인 Dominia(1983)은 의학적 예후는 

과학적 자료만으로 성립될 수 없고 환자가 보여주는 희망과 함께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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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고 하며, 삶에 대한 희망과 의지는 그 자체로 아주 중요하다고 하였

다. 

세 번째로 제시되는 영성은 ‘자신, 타인 그리고 신에 대한 믿음과 

신뢰’이다. O′Brien(1982)의 연구에 의하면 삶에 대하여 긍정적인 종교

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환자는 지속적인 혈액투석에 대한 스트레스에 보

다 잘 적응했다. Renetzky(1979)는 자신이 관찰한 바에 의하면, 자신과 

타인에 대한 믿음은 삶에 대한 의지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

과 신뢰는 삶의 의미, 목적, 실현을 발견하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간호학에서는 환자들의 빠른 회복 뿐 만 아니라 전인적인 치료

를 위해서는 영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간호학에서 영성을 다룬 것은 비교적 이른 1984년에 시작되어 

연구가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간호학 분야는 임상에서 직접 환자들을 돌

보아야 하므로, ‘영성’이 인간의 건강증진이나 정서적, 정신적, 영적 

안녕에 미치는 효과를 다룬 연구가 많았고 특히, 입원환자나 중대한 병

으로 여겨지는 암환자의 영적 건강을 다룬 연구(강은실,1985; 김강미자, 

1985; 김영숙, 1984; 김효빈, 1988; 민순, 1987; 정정숙, 1990; 지기순; 

1996; 최화숙, 1987)가 많았다. 또한, 환자들을 대하는 간호사의 영적교육 

및 영적건강에 대한 연구(신수정, 2003; 유양숙 외, 2006; 임성숙, 2009; 

정미자, 2010; 정순화, 1990) 가 많다. 

한편, 1980년대에 환자의 영성을 다룬 연구가 먼저 시작되었고, 간호

사의 영성을 다룬 연구는 2000년대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을 확

인 할 수 있다. 이는, 환자의 영적인 요구를 다루며 효과적인 영적 간호

를 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영적 건강과 교육이 중요함을 깨달았기 때문

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것은 교육학 분야에서 학생들의 영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교사의 영성 함양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것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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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담학에서의 영성

본 절에서는 상담학 분야에서 연구되어 온 영성의 개념과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대로, 다른 사회과학 분야인 교육학, 사회

복지학, 간호학 분야의 영성은 서비스의 수혜자들에게 전인적인 교육 및 

접근을 위해 각 분야의 영성에 대한 이해와 학문적인 발달이 요구되었

다. 나아가서, 수혜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

자들의 영성교육과 발달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상담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영성이 연구되고 있다. 상담자가 자

신의 상담자의 영성을 활용하여 내담자의 인지적 ․ 정서적 영역 뿐 아니

라 영적인 부분까지 접근하여 인간의 총체적인 면을 다루는 전문적인 조

력활동을 위해 상담자의 영성 발달에 관련된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 본 

절에서는 상담자의 발달의 중요한 측면인 영성의 발달과 관련하여 상담

학 문헌에서 이야기하는 영성의 개념과 선행 연구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영성의 개념

상담분야에서 영성의 개념은 더 이상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일찍이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편람 4판(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Ⅳ; DSM-Ⅳ, 1994)'에서 임상적으로 주목해야할 요소로 

“종교적 또는 영성적 문제(religious or spiritual problem)”가 추가되었

다. 또한, 미국의 ‘상담과 관련교육과정 인준위원회(Council for 

Accreditation of Counseling and Related Educational Programs; CACREP, 

2009)’는 상담자교육 프로그램에 영성 관련 주제를 다룰 것을 요구하였

다. 이처럼, 상담에서 영성을 다룰 것과 상담자교육에서 상담자를 위한 

영성교육 프로그램의 실행의 필요성이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기에, 상담에서 영성을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또한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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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연구되고 있다.

1995년에 미국상담학회(American Counseling Associaltion; ACA)의 회

원들은 ACA의 분과학회인 ‘영성, 윤리, 종교적 가치에 대한 상담위원회

(Association of Spiritual, Ethical, and Religious Values in Counseling ; 

ASERVIC)’의 주관 하에 “영성관련 회담”을 가졌다. 당시 ASERVIC 

의 리더들은 회담에서 상담에 영성을 불어넣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영

성을 정의하기 보다는 아래와 같이 10가지 역량으로 정의하였다. 

영성은 모든 사람의 내면에 독특하게 있는 능력과 경향이다. 영적 경

향은 사람을 지식, 사랑, 의미, 평화, 희망, 초월적인 것, 연결감, 연민, 

안녕, 완전함으로 이끈다. 영성은 개인의 능력, 성장, 가치체계발달을 

포함한다. (ASERVIC 회담 결과, 1995) 

위의 ASERVIC의 정의에 따르면, 영성은 인지적 영역을 포함한 발달 

영역에서 중요한 발달 영역이며, 영성을 상담에 통합해야 함을 의미한

다.

많은 상담학 문헌에서 영성과 종교성을 정의하고 특성을 기술하고 있

으나, 영성과 종교성은 공통적인 개념도 갖고 있어서 이 두 개념을 정의

하는 것은 쉽지 않다(Augustine, 2011). 종교성과 영성은 둘 다 종교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영성은 대개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과 관련되는 

반면, 종교성은 신앙이나 교리를 따르는 것과 관련된다(Stanard et al., 

2000). 학자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영성을 다양한 방법과 의미로 정

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합의된 개념은 존재하지 않지만, 상담분야에서 

자주 언급되고 여러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있는 영성 개념을 중심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Ellison(1983) 은 인간의 영성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며, 자신을 초월하도록 하는 초자연적이고 의미 있는 것을 추구하도록 

하고, 자신의 기원과 정체성을 궁금해 하고 도덕성과 평등함을 추구하도

록 하는 원동력이라고 하였다. Chandler, Holden 과 Kolander(1992)는 영

성을 7가지로 정의하였는데 ‘내면의 힘, 경향성, 추구, 현재 자신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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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성 위치, 초월, 더 큰 지식, 사랑에 대한 더 넓은 수용’이라고 보았

다. Myers 와 Williard(2003)는 영성은 인간의 삶의 의미와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고 구성하는 능력이자 경향성으로 정의하였다. Hage(2006)는 상담

학 문헌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영성의 개념들은 ‘삶의 의미와 

목적, 인간의 온전성과 성스러움의 추구, 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라고 

하였다. Sandage와 Shults(2007)는 영성을 인간이 무언가를 추구하는 삶

의 여정으로 표현하면서, 영성은 ‘관계적이며 통합적인 모델’로 개념

화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들은 영성이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관계와 체험’에 대한 개념이라고 하였다. 

여러 학자들이 정의한 영성의 개념을 살펴보면 상담학에서 영성이란 삶

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기중심에서 벗어나 초월하도록 하는 힘을 제공

하며 자신이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 것들과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Westgate(1996)는 상담학자 중 영성에 관심을 두고 연구한 7명의 상

담연구가(Banks, 1980; Myers, 1990; Chandler, Holden, & Kolander, 1992; 

Hinterkopf, 1994; Ingersoll, 1994)들이 제시한 영성의 개념을 ‘삶의 의

미/목적’, ‘내적 가치’, ‘초월적 믿음/ 경험’, ‘공동체/ 관계성’의 

네 가지 항목으로 분류 및 범주화 하였다. ‘삶의 의미와 목적’은 다섯 

명의 학자들이 모두 언급하였으며, ‘내적 가치’는 Banks(1980)와 

Myers(1990)가 각각 개인의 신념 체계와 삶의 원리라는 항목으로 이야기

하였다. 세 번째 ‘초월적 믿음 및 경험’은 다섯 명 모두 언급하였고 

가장 다양하고 많은 항목을 들어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네 번째, ‘공

동체/ 관계성’은 Banks(1980),  Chandler, Holden 과 Kolander(1992) 그

리고 Hinterkopf(1994) 가 ‘자기를 돌보지 않을 정도의 마음(sense of 
selflessness), 사랑의 증가, 자기․타인․무한한 우주와의 관계성’을 들었

다. Westgate(1996)가 정리한 영성의 범주와 항목은 <표 1> 에 제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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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상담학자들이 이야기한 영성은 종교적 차원의 개념에서 벗어

나 구체적인 삶속에서 관계와 체험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위

에서 제시된 상담에서의 영성개념을 통해, 영성이 종교성과 구별되는 개

념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Westgate(1996)가 유목화 한 영성의 요소

범주 Banks(1980)
Myers
(1990)

Chandler, 
Holden, & 
Kolander
(1992)

Hinterkopf
(1994)

Ingersoll
(1994)

의미/

목적

삶에 의미를 주는 

것
의미 의미 의미 의미

내적 

가치
삶의 원리

개인적 

신념 체계

초월적  

신념/ 

경험

Ÿ 경험 이면의 

힘에 대한 

믿음

Ÿ 신비함에 대한 

민감성

Ÿ 믿음

Ÿ 자연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넘어섬

Ÿ 능력자에 대한 

헌신

죽음에 

대한 경외

자신의 

통제소재를 

넘어서기 

위한 

능력과 

경향성

초월적 

차원에 

대한 인식

Ÿ 영적/초월

적 경험

Ÿ 신에 대한 

이해

Ÿ 신비로움

과 

모호함에 

대한 수용

공동체

/ 관계

Ÿ 이타심

Ÿ 기꺼이 남을 

도우려는 마음

사랑의 

증가

자신, 타인, 

신과의 관계

기타
Ÿ 생존

Ÿ 기쁨
성장 통합

출처: Westgate, C. E.(1996). Spiritual wellness & depression.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5(1),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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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담자의 영성

상담은 타인의 성장과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돌봄의 작업이며, 인간

의 가장 깊고 핵심적인 문제와 갈등을 다루는 고도의 전문적 조력활동이

다(오현수, 한재희, 2009). 이에, 많은 상담자들이 전문성에 관심을 가지

고 전문성 발달과 관련해서 여러 다양한 차원들에 접근을 시도한다

(Skovholt & Rønnestad, 1992; Skovholt & Jennings, 2004). 한 인간이 발

달단계에 따라서 성장해 나가듯이, 상담자의 전문성 발달 수준도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향상되고, 발달 단계가 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기 때문

에, 전 생애적 관점에서의 상담자 발달을 바라보아야할 필요가 있다

(Skovholt, 2001, 2008; Skovholt & Rønnestad, 1992, 1995).
전 생애적 관점에서 상담자 발달을 바라본다는 것은 상담자의 전문적 

발달 뿐 아니라 인간적 자질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이전의 상담

자의 전문적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인턴이나, 대학원 학위 과정에 국한 

되어 있어서, 상담자의 교육수준, 상담자의 상담경험, 수퍼비전 경험 등 

인지적 발달에 치우쳐 있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상담자들의 전문성은 

전문적 자질 뿐 아니라 인간적 자질을 중요하게 인식하기 시작했다. 일

찍이 Rogers(1961)는 상담자의 인간적 자질에 대해 언급하기를 인간적 

자질은 개인에 대한 존중과 인간자체에 대한 수용력, 자신의 결점이나 

약점에 대한 자기의 이해, 성숙한 인격을 통한 사회적 적응력, 대인관계

에서의 민감성, 객관적인 태도 및 상담자로서의 친근감, 인간행동을 이

해하는 능력으로 보았다. Skovholt(2005)에 의하면 상담자의 인간적 발달

과정은 상담자로서의 삶 또는 개인적인 삶에서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경

험을 통해 인간의 다양성에 대한 수용력과 자신 및 타인에 대한 이해가 

확장됨으로써 하나의 전문가로서 성장하는 기회를 얻게 되는 과정이다.

이처럼 확장된 수준의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지적 수준의 발

달 뿐 아니라, 자격증이나 전문적 훈련 못지않게 경건, 돌봄, 지혜와 같

은 영적 자질이 더 중요하다(Siang, 1997). Buser 와 Buser의 연구(2014)

에 따르면, 5주 동안 영성과 관련한 활동을 한 후 상담자들은 자기통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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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깊어졌으며 내담자의 종교적 믿음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는 등의 경험

적 학습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더 많은 지식활동을 추구하게 되

는 등의 변화가 나타났다. 안현미(2013)에 의하면 상담자 개인의 삶에서 

쌓인 영적 경험은 상담자로써 덕망을 가지게 하고, 더불어 얻어지는 지

혜들은 내담자들에게 의미 있게 나타나 상담성과로 연결된다. 이들 연구

에 따르면, 상담자의 영적인 활동과 영적 경험은 상담자의 삶을 풍요롭

게 할 뿐만 아니라, 상담관계에서 내담자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

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상담자의 영성과 상담성과에 관한 상담자들의 인식과 관련하여,  

Hathaway, Scott 그리고 Garver(2004)의 연구에서는 대다수의 상담자들이 

내담자의 중요한 적응적 요소로서 영적인 기능을 인식하고 있으나 내담

자의 영적인 주제에 잘 접근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김창대 외

(2008)의 연구에서는 상담자들이 자신의 영성이 상담에 주는 영향력을 

알고 활용해야 한다는 인식과 함께 자신들의 영성이 상담에서 인간에 대

한 이해 및 근본적인 힘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이 두 연구에서 상담자들

의 영성에 대한 인식과 접근은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상담자들이 영성에 대한 인식과 접근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상담자의 영성은 내담자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영향을 미치게 된

다. 내담자의 전인적 안녕을 다룰 때 그 개인의 삶에서 의미 있는 부분

인 영성을 무시 한다면 효과적인 상담관계 형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상담의 효과성이 감소되고 빠른 종결을 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최해림, 

2001). 상담자의 영성은 내담자들의 문제가 죽음, 삶의 갈등이나 고통과 

같은 실존적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Skovholt, 2003). 더 나아가 상담자 자신을 

돌보는 개인적 삶을 유지해 나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성

의 개념 중 초월적 존재의 경험인 절대자와의 관계경험은 자신과 타인에

게 관심과 가치를 가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능력으로 

확장되어진다. 즉, 양질의 돌봄과 도움을 내담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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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성관련 연구의 흐름

영성관련 연구에 대한 개관은 영성의 개념과 상담자의 영성에 대하여 

고찰하며 이미 정리하였으므로, 본 소절에서는 국내외의 상담관련 연구

의 흐름에 대하여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국외의 경우 상담에서 영성을 다룬 저널이 처음 발간된 것은 1930년

이었고, 1970년대부터 상담에서 영성에 관하여 활발히 연구되었다

(Powers, 2005). 영성관련 연구의 증가에 가장 영향을 끼친 것은 1990년

대에 ACA의 분과학회인 ‘영성, 윤리, 종교적 가치에 대한 상담위원회

(Association of Spiritual, Ethical, and Religious Values in Counseling ; 

ASERVIC)의 출현과 활동이었다. 대형 상담학회에서 영성에 관심을 갖고 

공식적인 정의를 내리는 등의 활동으로 상담연구나 실제에서 영성에 대

한 관심과 연구가 늘어났다. 2000년 이후부터는 영성이 인간경험의 중요

한 차원으로 심리학 교과 과정과 상담자 양성 프로그램 안에 통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Cashwell & Young, 2004; Curtis 
& Glass, 2002; Frame, 2003; Pate & Hall, 2005; Young et al., 
2007).

상담에서 영성연구가 활발해지도록 하는 데에 학회차원의 관심 못지

않게 가장 영향을 끼친 것은 다문화상담에 대한 관심이었다(Powers, 

2005). 다문화상담은 처음에 민족과 종교의 다양성을 인식하는 것을 일

컬었으나 곧 성별, 성적지향성, 신체적 장애, 나이, 사회문화적 수준, 종

교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을 포함하게 되었다. Sue, Arredondo 와 

McDavis(1992)가 상담자의 다문화적 역량에 종교와 영적인 믿음과 가치

가 필요함을 언급한 것을 시작으로 다문화상담에 대한 관심과 함께 상담

에서 영성을 다룰 것과 이에 대한 상담자의 영성적 역량에 관심을 둔 연

구들이 증가하였다. 

국외에서 일찍이 상담에서 영성을 중요하게 다루게 된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상담에서 영성에 대한 이슈를 다루고 싶어 하는 내담자의 욕

구 때문이다. Rose, Westfeld 와 Ansley(2001)의 연구에서 내담자 중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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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응답자가 상담에서 자신의 영성 관련한 주제를 다루고 싶어 하는 것

으로 드러났으며, Walker, Gorsuch 와 Tan(2004)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 세 명 중 두 명 이상은 자신의 영성적 가치와 믿음을 같이하는 

상담사를 원하는데 그 이유는 영성실천을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담자가 상담에서 다루기를 바라는 

영성관련 주제를 상담에서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상담자는 자신의 

영성에 관심을 갖고 영적인 경험에 민감해야 한다. 

상담자가 영성에 대한 인식을 갖고 상담실제에 활용하는 것은 상담효

과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 내담자의 문제를 영성적 관점에서도 진단 

및 접근하면 내담자의 세계관에 대해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내담

자의 자기 결정능력과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 내담자의 영적인 강

점과 자원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해준다(Hodge, 2003). Oakes 와 Raphel 

(2008)은 내담자의 영적인 문제에 대하여 영성적인 진단을 할 수 있는 

척도와 방법들에 대하여 제안하면서, 상담자가 상담에서 영성을 통합하

여 보다 효과적인 상담을 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영성 발달이 어린 시절부터 생겨남(Burke, Chauvin, & Miranti, 

2005; Coles, 1990)을 강조하며, 학교상담에 영성을 통합해야 한다는 연구

들(Augustine, 2011; Lambie, Davis, & Miller, 2008; Sink & Richmond, 

2004)이 이루어졌다. 공교육에서 종교성을 다루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를 

낳기도 했지만, 영성은 인간의 발달선상에 놓여 있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Ingersoll, Bauer, 2004). Lambie 외(2008)의 연구에 따르면, 학교

상담자로 구성된 연구 참여자의 86%가 학생들과의 상담에서 영성과 관

련된 문제를 나눈다고 보고하였기에 학교상담자들이 영성과 관련하여 전

문성을 키워야 함을 강조한다. 

국내 상담학분야에서는 1999년 이후 본격적으로 영성연구가 이루어지

기 시작하였다. 특정 종교적 관점의 연구를 제외하고 살펴보면, 먼저 상

담 제반과 관련한 연구로 영성관련 동향분석 연구(김용환 외, 2009), 일-

영성 변인연구 동향(김혜경, 2014), 게슈탈트 상담이론에서의 영성(이영

이, 2014), 상담에서 영성의 문제(최해림, 2001), 명상을 통한 상담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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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 모색(박태수, 2008)등이 있다. 상담자의 영성을 다룬 연구로는 예비 

상담교사들의 영적 안녕과 심리사회적 성숙성에 관한 연구(이종연, 

2007), 학교 상담자의 영적 안녕(이종연, 2013), 상담자 교육을 위한 영성

교육과정 개발 연구(이문기, 이동혁, 2017), 상담자의 영성과 상담성과간

의 관계에 대한 연구(안미순, 정민선, 2017)등이 있다. 이경열(2006)은 영

성증진프로그램이 영성, 자기 존중감, 사회적 지지, 삶의 질에 긍정적 효

과가 있음을 밝혔다. 이경열의 연구 외에도, 종교를 가진 대상을 중심으

로 영성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영성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음을 밝힌 연구들

이 다수 있다.

국내 상담학 연구에서 영성과 관련한 연구는 내담자에 관한 연구보다

는 상담자에 관한 연구가 더 많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다양

하겠으나 각 연구들의 목적을 살펴보면 상담자의 발달을 촉진하려는 노

력의 일환으로 영성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은 주로 문헌연구나 조사연구의 방법으로 수행되었기에 상담자의 

영성 또는 상담자가 생각하는 영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은 다루고 있

지 않다.

상담학 분야 연구자들이 제시한 영성의 개념들과 국내외의 연구결과

들을 살펴 볼 때, 영성이 발달한 상담자는 상담자와 상담의 한계에 대하

여 유연하게 수용하는 능력으로 연결되기도 하며 내담자를 충분히 존중

하면서도 각각에 맞는 상담 접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영성

을 발달시킨 상담자는 최적의 건강과 안녕이 가능하고, 내담자를 활기차

게 도울 수 있으며 상담자 자신도 통합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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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상담자가 상담경험을 통해 체험하는 영성은 무엇이고, 어

떤 경험을 통해 영성을 발달해나가는지 그 구조를 이해하기 위하여, 현

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수행되었다. 본 장에서는 현상학적 연구 방법에 

대한 소개와 연구 절차, 연구자의 가정과 선 이해, 연구자의 준비도 및 

연구 과정에 평가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1. 현상학적 연구방법

질적 연구는 연구문제의 특성상 ‘왜’ 라는 질문 보다 ‘어떻게’, 

‘무엇’이라는 질문으로 시작하거나 연구의 모집단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이론이 없을 때(Creswell, 2005) 활용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의 연구문제인 “상담을 통해 상담자가 경험하는 영성 발달 경험

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영성변화의 과정과 내용을 탐

색하기 적절한 방법이다. 

또한, 질적 연구는 복잡한 인간경험을 상황적이며 세부적으로 충분히 

이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 아직까지 별로 알려지지 않은 현상들

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할 때 더욱 유용하다(Giorgi, 2005). 본 연구에

서 다루고자 하는 상담자의 영성에 대한 경험과 변화는 지극히 개인적인 

인간의 경험이며 이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연구 참여자의 세밀하고 상황

적인 경험을 탐색하여 발견해야 한다는 점에서 질적 연구방법이 적합하

다. 

상담자의 영성발달 과정에 대한 연구가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시점에

서 상담자 영성 발달과 관련한 이론을 만들거나 교육과정 개발과 같은 

제도적인 정비에 관한 논의보다 우선 상담자 경험의 기술을 통해 그 구



- 38 -

성요소와 의미를 밝히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단계이다. 따라서 이론의 

형성을 목표로 하는 근거이론방법을 적용하기보다는 현상학적 연구방법

을 통하여 상담자 영성 발달경험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한, 질적 연구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는 질적 사례 연구법은 독특한 특성

을 지닌 참여자의 경험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인데, 본 연구에서 탐색하

고자 하는 상담에서 영성발달에 대한 경험은 특정 상담자만 경험하는 것

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보편적인 경험이기에 질적 사례 연구법도 적

절치 않다고 여겨져 현상학적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질적 연구방법 중 현상학적 연구는 경험의 기술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경험의 의미를 밝히려는 귀납적․기술적 연구방법으로 “생생한 경험을 

지향”하며 “사태 그 자체로 돌아가서” 현상의 본질을 밝혀 기술하는 

연구방법이다(Omery, 1983).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현상학의 철학적 사상

에 기반 한다. 현상학은 19세기 말 인식의 객관성을 주장하는 실증주의

를 비판하며 훗설(Husserl)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현재 현상학적 연구방

법은 심리학, 교육학, 간호학 등의 학문분야에서 인간의 경험세계를 심

층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현상학적 연구방

법은 순수 철학으로써의 현상학을 그대로 담아내기보다 연구방법으로써 

실천적 유용성을 위하여 현상학의 철학적 이념을 연구방법론으로 변형한 

것이라 할 수 있다(유혜령, 2012).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고유한 경험과 의미 세계가 드러나는 심층적이

고도 보편적인 본질을 탐색해 들어가는 연구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

다. 현상학적 분석방법들은 연구하는 현상의 경험에 대한 본질에 집중하

고, 개인의 의식을 일반화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주관성을 파악함으로써 

경험세계의 본질 구조를 밝히는 반성과정을 거친다(신경림 외, 2004).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자료 분석 방법들은 여러 학자들(Colaizzi, 1978; 

Giorgi, 1985; Moustakas, 1993; van Kaam, 1987; van Manen, 1994)에 의

해 연구 및 개발되었다. 심리학 분야에서 자주 사용되는 현상학적 연구

방법 몇 가지의 특징을 간단히 소개하면, Giorgi의 현상학적 분석은 연구 

참여자의 기술에 대한 심층 연구를 통해 살아있는 경험의 의미를 밝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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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초점을 두는 것이고, Colaizzi는 자료수집 방법을 특히 강조하는 방법

이며, van Kaam의 방법은 분석과 통합을 강조한 방법이다. 각 방법의 

특징에 대하여 김분한 외(1999)는 Giorgi의 방법은 연구 참여자의 ‘개인

적인 독특성’을 자세히 설명하고자 할 때 유용하며, Colaizzi 의 방법은 

전체 연구 참여자의 공통적인 속성을 도출하여 이론을 개발하기에 유용

하나 참여자 개개인의 경험을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단접이 있고, van 

Kaam의 방법은 의미 있는 진술문의 빈도와 순서를 찾아낼 수 있는 양적 

특성도 가지고 있으면서 연구 참여자의 공통적인 속성을 도출하는 특성

이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자의 견해나 해석을 피력하거나 이론을 개발하기 보

다는 “증명의 맥락”이 아닌 “발견의 맥락”(Giorgi, 1985)내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체험하는 현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그들의 독특한 경험세계와 

함께 일관된 구조를 드러내어 의미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기에 Giorgi의 

현상학적 분석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연구 절차

1) 연구참여자 선정 기준

본 연구는 목적 표집의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자가 기존에 알고 있던 

숙련상담자와 그들의 소개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

다. 연구 참여자 선정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준에 따라 의뢰 및 추천

을 통해 진행하였다.

첫째, 40세 이상의 숙련상담자를 선정하였다. Jung(2004)의 ‘개성

화’ 이론에 따르면, 40세 이상이 인생의 중년기로서 자신의 내면세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시기이다. 상담자가 상담관계에서 일어나는 

자신의 변화를 인식하고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세계에 집중하려는 경향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참여자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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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연구에서 충분히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40세 

이상의 상담자를 연구 참여자로 삼았다.

둘째, 기혼 상담자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기혼 상담자를 선정

한 이유는 미혼 상담자에게서 탐색할 수 없는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원가족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과 변화를 폭넓게 탐색하기 위해서이다. 상

담자의 영성발달은 개인 내적인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변

화에 까지 영향을 미쳐 실제 삶에서 사랑과 용서(Canda, 1998; Chandler, 

Holden, & Kolander, 1992) 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탐색을 

위해서는 상담자의 삶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가까운 대인관계에서의 

변화 경험을 살피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숙련상담자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숙련상담자는 높은 수

준의 자기인식을 하며(Jennings & Skoveholt, 1999), 상담경력이 많아질수

록 자신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배울지에 대하여 자발적인 선호가 뚜렷

이 나타나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상담을 대한 배움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다(Rønnestad & Skovholt, 2003). 김미경(2010)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상담자는 상담 경력이 많을수록 자신의 경험에 대하여 성찰적인 탐색을 

한다. 초보 상담자는 조기종결이 되었을 때 바로 실패한 상담으로 지각

한 반면, 숙련 상담자는 조기 종결한 내담자의 요인을 탐색하는 등의 인

지적 반응과 함께 자신과 상담과정에 대한 성찰이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의 상담과 관련하여 충분한 성찰의 과

정을 풀어낼 수 있는 숙련 상담자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상담사 

경력에 따른 단계에 대하여는 통일된 기준이 없으며, 연구자 마다 다른 

기준(권경인, 지희수, 2010; 권혜경, 이희경, 2013; 김지연, 한나리, 이동

귀, 2009;  김혜미, 오인수, 2016; 심혜원, 2005; 심흥섭, 이영희, 1998; 이

수림, 조성호, 2009; 이은경, 양난미, 서은경, 2007)을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숙련상담사의 기준으로 가장 빈도 높게 언급된 

상담경력 10년 이상의 상담사를 숙련상담자의 기준으로 삼았다. 앞에서 

제시한 기혼 숙련 상담자라는 세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선정된 참여자들

의 경력은 15년~34년에 해당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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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참여자 선정 및 모집 방법

질적 연구는 일반화 도출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가 풍부한 소

수의 연구 참여자들을 의도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연구자가 연구 목적에 

매우 중요한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다(Patton, 2002). 목적 표집 중에서도 

연구자가 참여자 선정기준을 먼저 수립하고 이에 부합되는 전형적인 사

례를 찾아 참여자로 선정하는 ‘전형적 사례 선택(typical case 

sampling)’(Goetz & LeCompte, 1984)을 활용하여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

고 자유롭게 펼쳐내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의미세계를 잘 드러낼 수 있

는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1차로 연구자가 기존에 알고 있던 상담자 3명을 선정하여 

연구 참여를 의뢰하였다. 세 명의 참여자는 모두 40세 이상의 기혼 숙련

상담자라는 기준에 부합하고 영성과 관련한 연구물을 1편 이상 작성한 

경험이 있는 상담자였으며 연구자의 의뢰에 기꺼이 연구 참여의 의사를 

밝혔다. 나머지 5명에 대하여는 기존 참여자들의 1차 면담이 진행된 후

에, 참여자 선정 기준과 연구의 목적을 알리고 이에 적합한 연구 참여자

를 소개 받아 진행하였다. 5명에 대하여는 연구자가 연락하여 만난 처음 

세 명의 연구 참여자들이 소개를 원하는 대상에게 ‘연구 참여자 모집 

글’을 전달한 후 모집 글을 본 대상자가 연구 참여를 원할 경우에 다음 

과정이 진행되었다. 연구 참여자 모집 글은 <부록 1>에 제시하였다. 연

구자가 소개를 받은 대상자에게 직접 연구 참여 안내문을 전달하고 연구

에 대한 안내를 하여 연구를 진행하여, 소개해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연

구 참여 여부를 알 수 없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 안내문은 <부록 2>에 

제시하였다. 연구 안내문에는 연구 목적, 연구 참여 인원, 연구 과정, 연

구 기간, 부작용이나 위험요소, 비밀보장 방법 및 여부, 연구 참여에 대

한 댓가 등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연구 참여 안내문을 통해 연구 참여

는 자발적인 과정이며, 중간에라도 연구 참여를 그만두어도 불이익이 없

다는 것을 충분히 고지하였다. 연구 참여자 모집 글과 연구 참여 안내문 

및 동의서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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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B)의 지침에 따랐으며, IRB의 연구 승인은 2017년 12월 4일에 받았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연구에 참여하게 된 참여자의 정보는 아래 표

와 같다.

<표 2> 연구 참여자 기본 인적사항

성

별
나이 학력

상담경력

(수련경험포함)
상담관련 자격

결혼

햇수
종교

1 여
50대

초반

박사

졸업
25년 이상

한국상담학회 수련감독

한국상담심리학회 1급

청소년상담사1급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수련감독

20년

이상
개신교

2 여
50대 

중반

박사

졸업
15년 이상

한국상담학회 수련감독

한국상담심리학회 1급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수련감독

가족치료전문가

25년

이상
개신교

3 여
50대 

중반

박사

졸업
30년 이상

한국상담학회 수련감독

한국상담심리학회 1급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수련감독

30년

이상
개신교

4 여
40대 

중반

박사

졸업
15년 이상

한국상담학회 수련감독

한국상담심리학회 1급

15년

이상
개신교

5 남
40대 

후반

박사

졸업
20년 이상 한국상담심리학회 1급

15년

이상
무교

6 여
50대 

초반

박사

졸업
30년 이상

한국상담학회 수련감독

한국상담심리학회 1급

25년

이상
개신교

7 남 60대 
초반

박사
졸업 30년 이상

한국상담학회 수련감독
한국상담심리학회 1급

임상심리학회 1급

25년
이상

모든 
종교를 
수용

8 여
50대 

중반

박사

졸업
25년 이상

한국상담학회 수련감독
학교상담전문상담사(1급)

정신건강증진상담사(1급)

아들러학부모강사

30년

이상
천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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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수집 방법

자료수집과 관련하여 진행된 연구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의서와 사회 인구학적 특성질문지를 작성하도록 안내하였다. 

동의서에는 면담 내용을 녹음하는 사항에 대한 동의가 포함되어 있다. 

사회 인구학적 특성질문지에서 수집하는 개인 식별정보에는 성별, 나이, 

전공 및 최종학력, 상담경력, 보유 상담관련 자격증, 결혼 햇수, 자녀 수, 

종교를 포함한다. 또한, 추후 질문 및 연구 참여 도중 참여자와의 연락 

및 소통을 위해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였다. 

둘째, 연구 참여에 동의 한 참여자에게는 면담이 진행되기 전에 질문

할 내용을 메일로 제공하였다. 이는 참여자가 면담을 위해 과거의 경험

을 회상해야하기 때문에 면담 내용에 대해 미리 떠올려보는 것이 원활한 

면담 진행이 될 뿐만 아니라 참여자에 대한 배려의 차원에서 진행하였

다. 연구 참여자에게 제공한 질문지는 반구조화 된 질문지였으며, 질문

의 주된 내용은 ‘선생님은 상담관계에서 어떠한 영성적 체험을 하셨나

요?’, ‘상담을 통한 영성적 체험은 선생님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주었

나요?’, ‘선생님의 영성적 체험이나 영성 발달에 가장 영향을 준 상담

(내담자)가 있다면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등이었다. 참여자와 면담을 

진행할 때는 참여자의 영성발달 경험 중에서도 책을 읽거나, 상담수련과

정이 아닌 상담자로서 내담자를 만나면서 생겨난 영성의 경험과 변화에 

초점을 두고 질문하였다. 면담에 사용된 반구조화 질문지는 <부록 5> 에 

첨부하였다.

셋째, 연구 참여자가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진

행된 면담의 모든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하였다. 1차 면담은 

2018년 1월 30일부터 2018년 4월 25일 사이에 진행되었으며, 1차 면담 

진행 시간은 참여자 별로 70분 ~ 140분 이었다.

넷째, 1차 면담의 녹음 전사와 분석이 끝난 후, 분석을 하는 과정에

서 추가로 질문하고 싶은 내용에 대하여 2차와 3차 면담을 진행하였다. 

2차와 3차 면담은 2018년 5월 11일부터 2018년 6월 1일까지 까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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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였다. 2차와 3차 면담 시간은 참여자별로 55분~135분 동안 진행하

였다. 1차부터 3차에 걸쳐 각 참여자별로 소요된 면담시간은 최소 2시

간, 최대 4시간 30분이었으며, 8명의 참여자들의 평균 면담시간은 3시

간 45분 이었다.

박수연(1997)은 인터뷰를 할 때 반응의 속성을 결정하는 3가지 요소를 

‘연구자의 인간적 요인과 인터뷰 기술, 인터뷰 참여자의 태도와 성향, 

상황에 대하여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 면담 과정에서 일어나는 개인적인 요인을 모두 통제할 수는 없다 하

더라도, 면담과정에서 연구자의 선입견으로 인한 유도질문은 배제하도록 

노력하였으며, 결과분석과정에서 자료왜곡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참여

자들의 점검과정을 거쳤다. 자료 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참여자의 언어적 ․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참여자가 연

구자의 질문내용과 관계없는 이야기를 할 때에도 연구자의 표정이나 말

로 의견을 내비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였으며, 최대한 경청하는 자

세로 참여자의 말에 잘 반응하는 자세로 면담에 임하였다.

면담 녹음파일은 의도치 않게 녹음 파일이 재생되는 실수를 막기 위

해 녹음 후 바로 이동식 저장장치와 연구자의 PC 한 대에 옮기고 녹음

기에서는 파일을 삭제하였다. 이동식 저장장치에 옮겨진 녹음파일에는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며, 보안을 위해 연구실이 아닌 가정에 있는 

PC에 보관하고, PC의 시작단계와 저장파일 모두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다른 이의 접근을 철저하게 막았다. 

4) 분석 절차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심리학자로서 현상학적 연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Giorgi의 기술현상학적 분석절차를 따랐다. Giorgi(2004)에 

의하면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은 네 개의 필수적인 단계를 포함

한다.

첫 번째 단계는 전체 인식단계이다. 연구자는 전체를 잘 파악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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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전사내용을 여러 번 읽어야만 한다. 이 단계에서는 일반적인 인식

만이 있을 뿐 어떠한 방법으로도 명시되지 않는다. ‘전체인식’은 다음

단계 즉 의미단위의 구별을 위한 토대로서의 역할을 한다.

두 번째 단계는 심리학적 관점 내에서 연구되고 있는 현상에 중점을 

둔 의미단위를 구별해내는 단계이다. 전체 텍스트를 동시에 분석하는 것

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 가능한 단위로 쪼개는 것이다. 이 단

계에서 연구자는 자신의 경험된 인식이 먼저 자발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허용한 후 실제로 채택된 태도와 자세를 분석함으로써 핵심 용어들의 의

미를 좀 더 정확하게 평가하려고 노력한다. 의미 단위를 구별할 때의 태

도는 “한정된 불확실성”과 “공허한 확실성”으로 설명되는데, 이것은 

어떤 상황과 기대가 확립되어 있지만, 반면에 순수한 발견이 가능하도록 

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언어가 그

대로 사용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 단계는 연구 참여자의 일상표현을 연구 중인 현상에 중점을 

둔 심리학적 언어로 변형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변형은 ‘반성

(reflection)’과 ‘상상을 통한 변형(imaginative variation)’과정을 통해

서 일어난다. 이 단계에서는 선택적인 추상화나 공식화에 의해서가 아니

라, 채택된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표현을 철저하게 살펴봄으로써 일반적

인 범주에 도달하는 것이다. 규명된 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참여자의 

경험이 의미하는 중심의미(focal meaning)를 연구자의 언어로 기술한다. 

이 과정에서 적절한 심리학적 언어를 찾을 수 없다면 상식의 언어를 사

용한다.

네 번째 단계는 변형된 의미단위들을 구조의 일관성 있는 진술로 통

합하는 단계이다. 분석의 마지막단계는 변형된 의미단위 속에 포함된 통

찰을 그 사건의 심리학적인 구조에 대한 일관적인 기술로 통합하고 종합

하는 것이다. 이러한 통합을 하는 데에 있어서 모든 변형된 의미단위가 

고려돼야 하며 변형된 의미단위의 모든 의미가 함축적으로라도 일반적인 

기술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위의 과정을 따르면서 연구자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첫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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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단계로 돌아가서 원자료를 반복하여 읽는 과정을 수차례 하였으며, 

원자료를 읽으며 궁금함이 생긴 부분이나 의미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2차 면담과 3차 면담을 실시하였다. 

5)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을 통해 그들의 경험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기에, 참여자들의 일상생활을 비롯하여 깊은 내면의 사고과

정과 고통스러운 경험들 또는 지극히 개인적인 인관관계에 대한 경험들

까지도 기술될 수 있다. 따라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

들에 대한 윤리적 문제를 민감하게 고려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면담을 진행하기 전, 참여자들에게 연구 참여 

동의서와 질문지를 이메일로 발송하여 그들이 연구에 관한 전반적인 부

분을 숙지하고 면담에 임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또한, 면담시작에 앞

서 연구의 목적과 면담 진행 방법, 시간 및 추가 면담 실시 여부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밖에도 비밀 보장의 원칙과 개인 정보 익명처리에 대하

여 안내하였으며, 연구결과는 익명으로 기록될 것이나 다른 연구자에게 

공유될 수 있고 출판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렸다.  

참여자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녹취파일과 면담전사 파일은 사례번호

를 사용하여 연구자만이 알아 볼 수 있도록 하고, 연구결과를 제시할 때

는 참여자의 이름 대신 참여자의 영성 발달과 가장 관련 있는 단어를 찾

아 숫자와 함께 표기하였다. 참여자 보호를 위하여 정확한 나이 대신

‘50대 중반’ 등으로 표기하고, 상담경력과 결혼 햇수는 정확한 숫자로 

기재하지 않고 ‘30년 이상’ 등으로 표기하였다. 또한, 참여자의 내담

자에 대한 정보를 표기할 때에도 학과나 직업 등을 각색하거나 큰 유목

으로 표기하거나 기호처리 하였고, 참여자가 동의해 준 부분에 대하여는 

그대로 표기하였다. 질문지를 통해 얻은 정보 외에, 면담 과정에서 얻게 

된 개인 식별정보의 경우도 연구 참여자 식별이 가능한 정보(특정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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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이름, 근무처)등은 기호 표기나 큰 유목으로 기재하였다. 

연구 참여자 보호를 위해 자료 분석 후 연구 결과의 초안을 참여자들

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여 수정하거나 삭제하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지 확

인받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확인의 과정은 연구내용의 정확도를 높여

주고 참여자가 원치 않는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의 역할

을 하였다. 

원활한 연구수행과 연구 참여자의 권익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에게 일정금액의 대가를 지불하였다.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지원

을 받아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 교수들은 대개의 경우 연구 참여자에게 

면담 1회 참여시 5만원의 참여비를 지급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참여

자가 면담을 위한 준비과정과 2회 이상의 면담 및 확인과정을 하기 때문

에, 연구 참여자의 소중한 시간에 대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사례비를 지

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과 비슷한 경력과 직업적 배경을 갖고 있는 세 

명의 숙련 상담자들에게 사례비 책정에 대하여 자문한 결과, 세 명의 숙

련상담자 모두 십 만원이 적절할 것으로 여겨진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 하에 이루어지는 질적 연구에서의 참여자 지급비용

과도 그 경우를 같이한다.  

3. 연구자의 가정과 선 이해

현상학적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태도나 마음가짐이 참여자가 면담에서

자신의 경험을 ‘충분’하고‘적절’하게 표현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현상학적 연구에서는 심리학적 판단 중지 및 환원을 위해 ‘괄호 

치기’가 중요하다. ‘괄호 치기’란, 탐색하고자 하는 현상에 관한 연

구자의 가정과 선이해를 배제하는 것이다. 이것은 연구자가 어떤 현상에 

관해 살펴보고자 할 때 선행연구를 통해 획득하게 된 지식이 일종의 선

입견으로 작용하면서 참여자들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방

해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이남인, 2014).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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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진행에 앞서, 상담자로서 연구자로서 갖게 된 상담자의 변화 및 영

성의 발달과 관련한 경험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한 선 이해와 편견으로부터 벗어나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괄호 치

기의 과정은 면담이 시작되고 연구가 종료되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이루

어지도록 노력하였다. Giorgi(2009)는 괄호 치기는 경험했던 것을 잊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참여자의 경험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과

거 지식이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자 역시 연구

를 진행하며 연구자의 과거 경험이나 지식이 더 선명하게 올라올 때도 

있었으나, 오히려 분명하게 괄호 치기 하는 과정은 연구자의 선 이해와 

참여자의 세계를 분리하여 분석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였다. 

연구자의 체험과 더불어 문헌고찰을 하며 갖게 된 연구자의 가정과 

선 이해는 다음과 같다.

ㆍ 상담자는 상담을 통해 내담자로 인한 영향으로 성장할 것이다.

ㆍ 내담자에게 받는 것은 때로는 고통스러운 경험일 수도 있으나 그것이 

결국은 상담자로서, 한 인격체로서 성장해 가는데 밑거름이 되는 성

장의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ㆍ 상담을 통해 상담자가 경험하는 것은 상담자를 변화로 이끌 것이다.

ㆍ 영성과 관련한 상담자의 체험은 ‘삶의 의미와 목적’, ‘초월적 존

재와의 관계’, ‘이타심의 증가’로 나타날 것이다.

ㆍ 상담자의 변화 즉, 영성발달에 대한 체험을 이해하는 것은 상담자의 

상담으로 인한 소진을 막으며, 상담의 주요한 도구인 상담자를 이해

할 수 있고, 내담자의 영성상담을 위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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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자의 준비도

연구자는 석사과정 중‘현지연구와 질적 분석’을 수강하며 질적 연

구에 대한 기초지식을 쌓았으며, 참여관찰법을 활용한 질적 연구물로 과

제를 수행하며 질적 연구 전문가인 교수에게 지도 및 조언을 받았다. 또

한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함께 듣는 수강생들과 함께 다양한 관심주제에 

따른 연구결과물을 서로 읽으며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사과정에서

는 ‘사례연구법’을 수강하며, 질적 사례연구법에 대한 이해와 함께 질

적 사례연구법을 활용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박사수료 후, 질적사례연구법을 활용한 논문을 KCI 등재지에 발표하

였다. 학술지에 게재를 위한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2016년 9월부터 2016

년 11월 까지 세 달에 걸쳐 상담학 분야의 질적 연구 전문가인 교수의 

지도를 받으며 학회지 투고를 위한 논문 수정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

서 연구자는 질적 연구가 학문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에 대하여 깊이 있

게 알게 되었으며 질적 연구에 대해 이전 보다 더 학문적 관심을 갖게 

되었다. 세 달 동안의 학회지 투고를 위한 논문 작성 과정은 그동안 책

으로만 접하고 학위과정에서 과제물 작성 수준에서 공부했던 것을 뛰어

넘어, 질적 연구의 세밀한 부분까지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이러한 학습의 과정은 본 연구를 계획하도록 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그러나, 현상학 연구를 위해서는 연구자 스스로가 연구의 도구로 충

분히 준비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연구

자는 현상학적 글쓰기를 한 책들과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소개한 책, 현

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작성한 논문 및 저서를 읽으며 현상학 연구

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2017년 5월과 2018년 4월

에 숭실대학교에서 진행한 현상학연구방법 워크숍에 참석하였다. 2017

년 5월의 워크숍에서는 현상학에 대한 이해와 연구를 계획하는 데 지침

이 되었으며, 논문 작성이 한창이던 2018년 4월에는 강의의 내용과 본 

연구를 비교하며 연구의 주제, 내용, 방법, 세밀한 표현에 이르기까지 다

양한 층과 각도에서 점검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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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 평가 과정

연구의 타당도를 확보를 위해 여타의 질적 연구 방법에서 활용하고 

있는 평가의 방법이 아니라 van Manen(2014)이 현상학 연구를 위해 고

안한 타당성 평가 기준에 따라 검토하였다. 

첫째, ‘연구가 타당한 현상학적 질문에 근거하는가?’의 기준으로, 

현상학연구는 인과적 질문이나 이론적 설명을 다루어서는 안 된다. 본 

연구는 상담자가 상담에서 경험하는 영성이 ‘무엇’이며 그들의 생활 

세계(life world)7)에서 ‘어떻게’체험되는지를 묻고자 하였다. 사용된 질

문을 몇 가지 소개하면 “상담을 하시면서 변화하는 과정이 고통스럽다

고 하셨는데, 고통스러웠던 사례를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 내

담자의 삶을 볼 때 겸허해지신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그런 사례가 있으셨

나요?” 등의 질문을 통해 참여자의 구체적인 체험의 내용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인과적 질문이나 이론적 질문이 되지 않게 위해서, 타학문이나 

종교적 관점에서 비롯된 영성에 대한 이해보다는 참여자의 체험에서 비

롯된 영성의 이해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무엇 때문에 영성이 발달되었는

가에 대한 궁금증보다는 영성의 체험과 변화하고 발달하는 과정 그 자체

를 기술하려고 했다. 물론 때로는 참여자로부터 영성을 발달시킨 원인과 

그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될 때도 있었지만, 연구자는 참여자가 설명

으로 일반화를 하려는 경향을 자각하고 참여자의 독특한 경험으로 기술

하고자 하였다.

둘째, ‘연구가 경험적으로 기술된 이야기와 전사(transcript)로 수행되

었는가?’의 기준이다. 이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인식, 의견, 신념, 

관점을 다루지 않고 참여자의 경험세계가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참여자

의 영성에 대한 학문적 ․ 종교적 이해보다는 상담자의 체험에서 비롯된 

영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연구자는 참여자에게 체험을 중심으로 

질문하였으며, 참여자의 영성에 관한 인식을 묻는 질문도 그들의 체험을 

7) 생활 세계(life world)란 훗설에 의하면 ‘지각을 통해 현실적으로 직관된, 구체적으로 직
접 경험할 수 있는 일상적 세계’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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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얻어진 것에 국한하여 대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때로는 참여자

와의 라포형성을 위해서 참여자가 책에서 읽은 내용을 이야기하거나 자

신의 체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기존의 인식을 이야기하는 경우에도 경

청하는 자세로 참여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으나, 연구자는 그것의 개인적

인 의미와 체험을 파악하려는 질문을 추가적으로 함으로써 참여자의 체

험이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연구결과를 기술할 때에도, 기존 영

성연구에서 정의되는 영성의 개념이나 영성척도에서 표현되는 영성이 아

닌 참여자의 체험세계의 언어를 사용하였다. 다만, 참여자들의 영성에 

대한 이해를 드러내기 위해 참여자의 생각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이것

은 참여자의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닌 경험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제한하

였다.

셋째, ‘2차 또는 3차 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1차 문헌과 학문적인 현

상학 문헌에 적절하게 토대를 두고 있는가?’이다. 본 연구는 ‘Ⅳ.연구결

과’에서 참여자의 언어를 그대로 제시하며 참여자의 경험 현상에 대한 

일관적인 기술을 하였으며, 논의 기술 시에는 현상학을 발전시킨 대표적

인 학자들의 문헌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 다른 비현상학적인 방법론

에서 사용하는 타당성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는 않은가?’의 기준이다. 

현상학 연구는 객관적 평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

를 투명하게 바라보며 평가해야 한다. 현상학 연구가 아닌 다른 질적 연

구에서 많이 사용하는 타당성 확보 기준 대신 본 연구에서는 현상학자인 

van Manen이 가장 최근 출판한 「Phenomenology of Practice」에서 제

시한 방법에 따라 연구 과정에 대한 타당성을 이상과 같이 점검하였다.

van Manen이 제안한 타당성 기준 이외에 연구자는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의미도출 과정과 연구결과 기술이 끝난 후에 

참여자들에게 ‘각 참여자들의 체험맥락을 소개하는 글, 구성요소 도출

과정 표, 참여자의 언어를 인용한 글’을 해당 참여자의 것만 추려내어 

전달한 뒤 참여자가 의도한 것과 맞는지를 확인하고, 참여자의 경험 세

계를 연구자가 제대로 이해하였는지에 대하여 확인과정을 거쳤다.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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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 중에는 모든 내용을 그대로 실어도 좋다는 참여자도 있었고, 내담

자의 사례가 독특하여 다른 사람이 읽었을 때나 또는 그 내담자가 논문

을 읽었을 때 누구인지 드러날 수 있음이 우려되어 기호처리를 부탁하거

나 문장 일부를 삭제하기를 요청한 경우도 있었다. 때로는 기호처리나 

문장을 삭제함으로 해서, 생생한 정보 전달이 안 되어 연구자로서 아쉬

운 마음도 들었으나, 참여자의 요구를 모두 적극 반영하였다.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본 연구자는 자료 분석과 결과 도출과

정에서 외부 감수자를 통해 감수를 받았다. 김영천(2016)에 따르면 ‘동

료 연구자의 조언과 지적’을 통해 연구의 타당도를 확보할 수 있는데, 

동료 연구자에 의한 비평은 동료를 연구 과정에 참여시켜서 1인 연구자

가 범할 수 있는 방법적, 해석적, 절차적 오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을 통해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의 관점에 지나치게 동조한다든지 

연구의 객관성을 잃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연구자가 생각하는 결

론이나 주장에 반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연구자를 더 성찰하게 할 수 

있는데, 이런 점에서 Guba(1985)는 동료 연구자를 ‘악마의 대변인’이

라고 비유했다. 이에 본 연구자는, 현상학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감수

자 2명과 질적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감수자 1명에게 각 2회씩 총 6회

에 걸쳐 연구과정에 대하여 감수를 받는 과정을 거쳤다. 감수를 통하여 

연구자는 현상학적 질문을 적절하게 하는 방법과 의미 단위를 도출하는 

과정을 비롯하여 참여자의 세계를 전체적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독특한 

경험세계를 포착하는 과정을 수행 할 수 있었다. 또한, 감수의 과정에서 

연구자의 선 이해를 드러내고 괄호 치기 하는 과정도 할 수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상담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현상학적 연구에 임

하는 태도에 대해 성찰할 수 있었다.

‘구성원 검토 작업(member checks)' 을 통해서 연구자가 도출한 임

의적 분석과 결론이 맞다고 할 수 있는지 연구 참여자에게 확인 받는 절

차를 통해서 연구의 타당도를 확보할 수 있다(김영천, 2016). 체험의 외

부자인 연구자의 글을 체험의 내부자인 참여자가 평가함으로써, 연구자

가 참여자의 체험을 제대로 이해하고 근접하게 드러냈는지를 평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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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연구 참여자가 연구 결과의 초

안을 읽고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연구 결과를 신뢰롭다고 판단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분석결과의 구성요소에서 가장 많이 인

용 및 언급된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결과 초안을 전달하여 연구결과의 

평가 작업(member checks)을 의뢰하였다. 평가 작업을 의뢰받은 참여

자는 연구 결과를 읽고 나서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영성의 의미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영성적 체험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조망이 되었다

고 하였다. 또한, 자신과 비슷한 이야기를 한 참여자의 이야기를 읽으며 

반가운 마음이 들었으며, 자신이 하지 않은 이야기나 미처 경험하지 못

한 다른 상담자의 체험에 대해서는 ‘아 상담자들이 이런 생각도 하는 구

나’라고 생각하며 상담관계에서 겪을 수 있는 영성에 대하여 인식이 확

장되었으며, 상담관계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영성적 체험에 대하여 생각

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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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본 연구는 숙련상담자가 상담관계에서 어떠한 영성적 체험을 하며, 

상담관계에서 겪는 영성적 체험의 구조가 무엇인지에 관한 현상학적 연

구로, 상담자들의 영성 관련 체험을 이해하고 그 구조를 밝히기 위해 수

행되었다. 현상학적 연구방법 중 Giorgi(1985)가 제안한 기술적 현상학 

연구방법에 따라, 의미단위를 도출하고, 그 중심의미를 심리학적 언어로 

변형하여 기술하였다. 참여자들의 체험의 구성요소는 ‘내담자에 대한 믿

음과 사랑’, ‘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삶의 의미 발견’, ‘내담자는 나의 

스승’, ‘연결감’, ‘나를 잊은 상태’, ‘한계를 만나 수용과 회복으

로’, ‘공동체로 흘러감’의 8가지로 나타났다. 본 장의 1절에서는 각 

참여자들의 독특한 영성 체험의 맥락을 소개하고 2절에서는 참여자들의 

체험내용을 기술하고 3절에서는 참여자들의 체험의 구조에 대한 일관된 

기술을, 4절에서는 구성요소 간에 나타난 순서적 관계에 대한 기술을 하

고자 한다.

1. 상담자 영성 체험의 맥락

본 절에서는 참여자들의 영성 체험에 대한 구성요소를 밝히기 전에 

먼저, 참여자들에게 영성이 중요할 수밖에 없었던 또는 상담자로 살아가

는데 영성이 중요하게 된 그들의 독특한 체험의 맥락으로 들어가기 위해 

참여자들의 영성 체험의 맥락을 소개하고자 한다. 참여자들의 이름 대신 

부여한 별칭은 연구자가 그들의 면담 전사내용을 읽으며 직관적으로 떠

오른 단어도 있고, 전사내용을 여러 번 반복하여 읽고 나서야 지어진 이

름도 있다. 지어진 별칭은 각 참여자가 상담관계에서 가장 의미 있게 여

기는 영성적 체험이나 자신의 영성을 발달시키는데 가장 중요하게 작용

한 맥락, 상담에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영성적인 개념이나 상태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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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연구자가 이해한 참여자의 체험맥락을 통해 지은 별칭은 ‘구함’, 

‘알아감’, ‘고통’, ‘겸손’, ‘몰입’, ‘소명’, ‘초월’, ‘감사’이다. 각 참여자들

의 별칭은  참여자들과 진행한 단 몇 시간의 면담 내용을 통해 지어진 

이름이기 때문에 각 참여자들의 삶과 영성의 총체적인 면을 담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각 참여자의 영성 체험과 관련하여 가장 구별되는 개

념으로 별칭을 지었음을 밝혀둔다. 각 참여자들의 체험의 맥락은 가능한 

‘참여자의 용어’로 기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기술한 참여자들의 영성 

체험의 맥락은 다음과 같다. 

1)‘구함’의 이야기 

 : 상담에서 영성이 온전한 발휘를 위해 절대자에게 지혜를 구함

구함8) 에게 영성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핵심어는 ‘지혜’ 이다. 구

함은 상담에서 어려운 순간이 생길 때마다 신에게 지혜를 구한다. 구함

이 신에게 질문을 하고 계속해서 지혜를 구하는 이유는, 구함이 경험하

는 신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구함에게 신은 ‘발길을 이끄시고 인도하

시는 분’이다. 이렇게 경험된 관계를 내담자와의 관계에서도 재현하고

자 한다. 따라서, 지금 구함에게 상담에서 영성을 추구하는 것은 종교적 

영성을 추구하는 것과 많은 부분이 맞닿아 있다.

구함이 상담을 하게 된 것은 삶과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했던 어린 

시절의 의미추구와 연결되어 있다. 초등학교 때, 난생 처음 병원에 입원

을 하게 되고 당시 하루에도 몇 대씩 맞는 주사 때문에 처음으로 고통스

러운 시간을 보내며, ‘내가 병이 낫고 살아서 어른으로 자랄 수 있을

까? 죽는 건 아닐까?’에 대한 걱정으로, 수첩에 ‘죽는다는 건 뭘까?’

라고 적기도 하며 삶과 죽음에 대한 초등학교 수준에서의 철학적인 고민

을 하였다. 당시 구함은 자신을 정성껏 치료해주셨던 의사선생님을 보며

‘나도 저 선생님처럼 자라서 나중에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면 좋겠다’

8) 참여자의 별칭은 다른 일반적인 단어와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이하 ‘굵은 기울임’ 
글꼴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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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미추구가 지금의 상담자로서의 삶으로 연결되어 마음이 아픈 사람

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다. 

대학원을 마치고 상담자가 되고 나서 종교를 갖게 된 후, 구함에게 

영성이란 초월적 존재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 순간순간 

그 관계를 자각하고, 자각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초월적 존재와의 

관계에서 받은 많은 것들은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의미가 있고, 무료상담이나 무료자문을 꾸준히 기꺼운 마음으

로 하고 있다. 나누고 함께하는 가운데 자신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과 내담자가 행복하게 되고, 그것을 보며 구함도 뿌듯함과 기쁨을 느끼

고 있다. 

특히, 내담자를 만나며 어렵고 절박한 사례일수록 더 하나님께 지혜

를 달라고 하는 기도를 많이 한다. 자신이 아무리 전문가일지라도 치유

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최적의 결과를 내기 

위해 자신을 인도하시며, 자신을 상담자라는 좋은 도구로 쓰셨다는 것을 

깨달아 간다. 이러한 믿음은 상담자 자신과 내담자를 이해하는 과정이 

초월적 존재가 제공하는 위로와 지지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최적의 결과와 방안을 낼 수 있다는 믿음과도 연결이 된다.

2)‘알아감’의 이야기

: 나의 모습을 제대로 알게 되니 나와 가족 그리고 내담자를 

수용할 수 있게 되고, 상담에서 내담자를 알아가는 것이 신기

하고 놀라운 영성의 체험임

알아감의 별칭은 1차 인터뷰를 진행했을 때만 해도 원래 ‘열심’이

었다. 초등학교 때는 스스로 교회를 찾아가고, 학부생 시절에 교내 선교

단체에서 말 그대로 ‘너무’ 열심히 활동하였다. 말씀, 기도, 교제, 전

도의 네 개의 바퀴가 늘 제대로 돌아가야 영적으로 건강한 삶이라고 생

각하고, 늘 네 개의 바퀴가 잘 돌아가도록 애를 쓰며 살았다. 결혼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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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아이를 낳은 후에도, 어린아이 하나는 손을 잡고 하나는 업은 채로 

전도하고 새벽기도를 다니며, 자신처럼 행하지 않는 남편을 쪼기를 반복

하며 열심히 살았다. 

알아감이 ‘열심’이었던 모습을 자연스럽게 버리게 된 것은 우연한 기

회에 상담세미나에 참석하여 그동안 알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에 대해 알

아가는 것에 재미를 느끼게 된 것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후로 상

담관련 대학원에 진학하여 상담공부를 하고 상담을 하며 알아감은 자신

의 추한 모습을 알게 된다. 자신의 모습을 수용하게 되니 남편과 자녀들

도 수용하게 되고, 이것은 결국 내담자를 비롯한 타인에 대한 알아감과 

수용으로 연결이 되었다.

알아감의 어머니께서 뱃속에 있는 알아감을 지우려고 양잿물을 마시

도 하며 여러 가지 시도를 할 때, 알아감은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켜

쥐어야만 했다. 이후의 삶에서도 무엇이든 움켜쥐기 위해 애쓰고, 자신

의 욕구대로 자신과 타인을 통제하려고 하는 모습과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나오는 화냄의 모습들은 알아감이 수용하게 된 자신의 추한 모습이

다. 자신에 대해 알게 되고 수용하는 경험이 없었다면 자신의 움켜잡으

려는 욕구대로 하기 위해 자녀와 남편을 달달볶으며 지냈을 것이라고 한

다. 그러나 지금 알아감은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 열심이 아니라 착취였

다는 것을 알고 그 모습을 수용하고, 가족과 타인을 수용하고 있다. 

특히, 상담에서 내담자를 알아가는 것은 알아감에게 상담에서든 영성

에서든 중요한 요소이다. 내담자를 알아가며 영성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 됨’인데, 알아감은 내담자와 하나 되는 순간을 정서적 차

원뿐만 아니라 신체로까지 경험한다. 이와 더불어 알아감이 상담을 하는 

것은 자신의 영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순간들을 제공한다. 내담

자와는 분리되어 있는데 분리가 아닌 순간, 순간이고 찰나인데 순간이 

아닌 시간 속에서 영성을 체험한다.

지금 알아감은 자신의 모습을 깊이 있고 투명하게 바라보며 자신의 

모습들을 계속 알아가고 있다. 나를 안 만큼 자연을 알 수 있고 신도 보

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바람에 꽃이나 나무가 흔들리며 성장하듯이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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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습도 그렇게 성장하는 것을 스스로가 알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

가는 것이 알아감의 영성이다.

앞에서 소개된‘구함’과 ‘알아감’은 자신이 하고 있는 상담

과 영성의 실천을 신과의 관계에서 이해하고 있다. 이들이 신과 

함께 경험하는 영성의 세계를 아래 글에서 엿볼 수 있다.

모든 것은 이 절대적인 관계 속에 포괄되어 있다. 왜냐하면 이 

순수한 관계에 들어선다는 것은 모든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

라, (중략) 세계를 단념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그의 근저에 세

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로부터 눈을 돌리는 것으로는 신에게 

이르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세계를 응시하는 것도 역시 신에

게 이르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세계를 신의 안에서 

바라보는 사람은 신의 현전 속에 있다. (중략) 어떤 것도 신과 

나란히 두지 않고, 모든 것을 신 안에서 파악하는 것, 이것이 완

전한 관계다. (중략) 온 존재를 기울여 자신의 ‘너’에게 나아

가고 세계에 있는 모든 존재를 자신의 ‘너’에게 가져가는 사

람만이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마틴 부버의 「나와 너」중에서

3)‘고통’의 이야기

: 내담자를 만나 고통을 나누길 기대하고, 그 고통을 통해 초

월 경험을 하며 신과 더 가까워 짐

고통과 조우(遭遇)하는 것만도 괴로운 일인데, 어떻게 고통을 기대할 

수 있을까? 그러나, 고통은 고통을 겪는 내담자를 만나며, 그 고통 속에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한다. 고통이 한계를 만나며 자신을 초월

함으로써 자신을 수용함과 동시에 남도 수용하게 되는 고통의 영성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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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소개한다. 

고통은 기독교문화가 젖어 있는 밋밋한 가정에서 자랐다. 대학 졸업 

후 학교상담센터의 연구원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상담 받는 사람들과 상

담 하는 사람들을 보다가 상담에 대한 궁금함이 생겨서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우연히 접하게 된 상담이었지만, 막상 대학원에 들

어간 뒤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상담공부를 하였다. 국외학자들이 국내에 

들어 올 때마다 강의를 들으러 갔다. 중학교 때 소풍을 절로 간다고 하

면 기분이 나쁠 정도로 기독교 문화에만 익숙하던 고통이었기에, 대학원 

과정 중 집단상담을 사찰로 가서 한다는 것에 갈등을 경험하기도 하지

만, 막상 집단에 참여한 뒤로는 편안함을 느끼고 방학 때마다 집단상담

에 참여 할 정도로 열심이었다.

석사 졸업 후 자녀를 키울 요량으로 집에 머물던 시기에, 지인이 부

탁하여 ‘억지로’ 나간 상담센터에서도 열심히 상담을 하였다. 고통이 

센터에서 상담을 한 뒤로 센터에는 내담자가 많아지고, 고통은 자신의 

유능감을 촉진시키면서 재미있게 상담을 하였다. 자퇴, 임신문제 등의 

여러 가지 품행문제를 가진 청소년을 상담 하여, 많은 청소년들을 성공

적으로 제자리로 돌려보내며 동료들과 내담자의 부모들로부터 유능성에 

대한 인정을 받았다. 무엇보다, 아이들을 학교에 잘 복귀시키며 보람을 

느끼고 상담이 더 좋아졌다. 

유능감과 함께 찾아 온 좌절은 고통을 괴로움에 빠뜨렸다. 한 청소년 

내담자의 상담을 종결하는 그 날, 내담자가 고통의 지갑을 훔쳐갔다. 고

통은 자신의 상담이 효과가 없었다는 좌절과 내담자에 대한 배신감으로 

많이 좌절하였다. 그 뒤로, 수퍼바이저의 따뜻한 지도와 자기 성찰을 통

해 상담에서 한계를 인정하기도 하며 변화를 경험한다. 

고통은 영성을 ‘발달’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영성이 ‘회복’된다

고 생각한다. 내담자는 원래 순수하고 흠결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졌는

데, 가시밭, 돌짝밭처럼 된 내담자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 밭을 

가는 사람이 바로 상담자이고, 옥토로 되어가는 ‘회복’이 일어나는 것

이 영성이라고 말한다. 고통에게 있어 영성은 상담자와 내담자에게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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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모든 사람에게 원래부터 있던 것이고, 상처받고 훼손된 영성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아 영성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한 영성

의 회복을 위해 상담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려고 한다. 

상담을 하며 만나는 고통스러운 순간들은 고통으로 하여금 자신을 넘

어서서 초월하게 하고, 새로운 경험으로 유도하기 때문에 고통을 기대한

다. 고통 끝에 만나는 영성의 회복을 통해 자신을 수용하고, 내담자와 

가족들에게도 그들의 본 모습이 나올 수 있도록 기다려 줌으로써 하나님

의 은혜로 자신과 타인의 영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고통은 지금도 고통을 

기대한다.

4)‘겸손’의 이야기

: 영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내가 낮아져야 하고, 내가 겸손해

지는 순간이 영성을 체험하는 순간

낮아짐이 오히려 올라감을 경험하게 한다. “상담을 하며 영성이 올

라가나요? ”라는 연구자의 질문에 겸손은 “그렇다”고 대답한다. 그러

나, 그렇다는 것은 ‘낮아짐을 경험 한다’는 것이다. ‘올라가는가?’의 질

문에 ‘그렇다’고 대답하지만, 겸손은 낮아져 있는 순간에 영성이 올라감

을 경험한다고 말한다. 겸손에게 영성 발달은 ‘낮아짐을 통한 올라감’이

라고 말할 수 있다.

겸손은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에 관심을 갖고 학부 전공을 선택했다가 

대학 때 신앙을 갖게 되면서 사람의 내면의 변화에 관심이 생겼다. 청소

년 시기에 부모님이 갈등하는 속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며 자신을 억압하

며 살아오다가, 대학에 와서 신앙을 갖게 되며 사람들과의 교류 경험 속

에서 자신에 대해 알아가고 변화하는 경험을 통해 사람이 변화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 겸손은 ‘사랑의 하나

님’을 알게 되며, 내면을 채울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신앙의 경험과 함

께 사람과의 특별한 교류경험을 갖게 되는데, 겸손보다 두 살이 많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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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와 지금의 남편을 만나 치유적인 경험을 하였다. 늘 한결같이 한 자

리에 서서 담담하게 겸손의 편이 되어 준 사람들과의 경험을 통해 회색

이었던 삶에 색깔이 생기기 시작하고 자신에게 나타난 여러 가지 변화들

을 본 것이 상담에 관심을 갖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겸손이 경험하는 낮아짐은 내담자들을 만날 때, 겸허해지는 마음을 

경험할 때 일어난다. 겸허함과 경이로움은 삶을 바라보는 자세이자 어떻

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겸손의 영성 발

달에 가장 중요한 경험이다. 다른 일반적인 대화에서는 경험하지 못하고 

상담에서만 특별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내담자에게 감사함을 느끼는 

것이다. 

내담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상담자가 상상할 수도 없

는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때 겸손은 

겸허해진다. 내담자의 애쓰는 모습과 삶에 대한 두려움을 보게 되고 그

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려고 하는 내담자의 힘을 볼 때 겸손은 경이로움

을 느낀다. 사람이  ‘별 게 없다.’ 와 ‘대단하다.’가 같이 공존하는 순간

은 신비로움을 넘어 경이로움을 느끼게 한다. 겸손은 앞으로도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며 낮아질 것이다.

 

5)‘몰입’의 이야기

: 몰입되어 있을 때 영성이 높은 상태로서 내담자의 작은 변

화까지도 감지되기 때문에, 몰입을 위해 훈련을 하고 있음

몰입은 ‘어쩌다가’ 상담을 시작했다. 진로선택과정에서 거쳐 가는 

용도로 대학원을 진학하였다가 상담을 시작한 것이다. 상담 공부를 하고 

수련과정을 거치며 내담자가 변하고 내담자를 대하는 자신이 변해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상담이 보람 있고 의미 있게 느껴졌다. 어쩌다가 그리

고 거쳐 가는 과정으로 선택한 상담이었으나, 이제 몰입은 다시 태어나 

직업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상담자라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라고 담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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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힘 있게 말한다.

몰입이 상담자라는 직업에 확신을 갖고 좋아하게 된 것은 몰입의 영

성 발달과 많은 관련이 있다. 몰입이 상담에서 영성을 경험하는 순간은 

내담자의 이야기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을 때이다. 몰입은 좋은 상담을 

하기 위해  영성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상담에서 영성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시작하여 지금도 꾸준히 수행하고 있는 것이 참선훈련이다. 물

론, 참선수행이 많은 노력을 요하는 과정이라 중간에 1년 정도 포기한 

적도 있지만, 상담에서 영성이 높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참선의 과

정을 선택하여 수행하고 있다.

몰입은 왜 고된 수행을 하면서까지 상담에서 몰입 된 상태를 유지하

려고 하는 것일까? 몰입이 되어 있으면,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한

다. 즉, 몰입된 상태일 때 내담자의 미세한 변화가 감지가 되고 상담자

로서 그것에 반응할 수 있게 되고, 상담자의 이러한 태도는 내담자로 하

여금 상담에서 충분히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

몰입은 상담을 할 때 영성이 높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

하다. 그 이유는 자신의 체험을 통해 상담에서 영성이 높은 상태, 즉 몰

입된 상태 일 때 내담자의 경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고 충만감을 경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가 몰입되어 상담을 하는 순간은 꽉 찬 충만감

으로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로 들어가게 해 주기 때문에, 

상담에서 영성이 높은 상태를 위해 몰입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6)‘소명’의 이야기

: 상담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소명을 찾고 이루어가며 영성 발

달을 이루어가고 있음

소명의 영성은 자신이 죽는 존재라는 자각과 함께 싹이 텄다. 초등학

교 1, 2학년 무렵에 자신이 죽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자각과 함께 갑작

스런 불안과 슬픔이 밀려오고, 죽은 뒤 땅속에서 썩어간다는 것이 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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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서 여러 날 밤을 울기도 하였다. 실존적인 두려움을 감지한 소명은,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스님이나 목사님이 만나고 싶었다. 결국 어

린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동네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며 실존적 불안에 대

한 답을 찾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였다.

어려서부터 존재 가치에 대한 관심이 있던 소명은 고등학교 때, 대화 

없이 학생을 징계하는 학교의 시스템과 선생님들의 행동을 보며 대화가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끼고 이와 관련한 공부를 하고자 마음먹는다. 어려

서부터 사람들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던 타고난 관심과 인간 존재에 

대한 관심이 있던 소명에게는 ‘상담’을 공부하는 것이 소명으로 다가

오게 되었다.

소명은 대학에 가서 세 가지를 결정한다. 첫째, 어떻게 살 것인가? 둘

째,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셋째, 누구와 살 것인가? 이 세 가지를 결정

하고 졸업하겠다고 결심하고 실제로 4년 안에 세 가지 결정에 대하여 답

을 얻었다. 소명은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갔으며 이렇게 형성된 정체성을 기반으로 이후의 삶

에서 상담자로서의 자신의 소명을 좀 더 확고하게 실천해 나갈 수 있었

다. 소명은 현재 상담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좀 더 구체화하며 그 깊이

를 더하기 위해 노력중이며 상담자로서 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바를 

찾던 중 다문화 상담을 자신의 소명으로 생각하며 다문화 관련 상담과 

연구를 하고 있다. 종교의 차이와 같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는 다른 문

화적 가치를 가진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도록 돕는 일을 하

는 것이 사명이 되었다.

소명에게 상담에서 영성에 관심을 두고 영성을 발달시키는 것도 자신

의 사명과 관련이 있다. 우선, 상담에서 내담자 한 사람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의 주변 사람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상담을 하려고 노력한

다. 개인이 변하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까지 변하면 그들이 

속한 공동체가 같이 변화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내담

자에게 자연 속에 깃든 신의 섭리와 사랑을 일깨우는 상담을 하며, 내담

자의 사랑의 대상을 넓히는 것을 상담자로서의 소명으로 여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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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 때 가졌던 세 가지 질문으로 시작된 소명의식은 그 뒤로도 소

명의 온 삶을 통해 추구되고 실현되고 있다. 소명에게는 우연한 만남은 

없고 모든 만남은 미리 계획된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소명은 지금도 모

든 만남 가운데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자 한다.

7)‘초월’의 이야기

: 나의 모든 삶이 영성과 관련되어 있지만, 나를 초월하는 경

험을 통해 더 영성을 체험하고 있음

나를 알고 싶어서 상담을 시작했는데 결국 영성의 길을 만난 초월의 

이야기이다. 초월은 처음에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과에 입학했다가 

삶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예술과 관련된 전공을 다시 선택했다. 그러

다가 아름다움과 관련한 공부를 하고 싶다고 생각해서 미학을 하는 일

환으로 실험심리학 전공을 선택했다. 그것 역시 초월에게 공허감을 주었

고, 2학기 말에 시험도 안 보고 방에서 나오지 않은 채 책을 읽으며, 그 

동안의 삶이 더 무의미하게 느껴짐을 경험했다. 선사들이 쓴 선시를 읽

고 나니 ‘이렇게 상승된 단계의 삶이 있는데 내가 삶을 낭비하며 뭐하

는 것인가?’ 하는 깨달음과 함께 ‘그래! 사랑과 관련된 일을 하자.’고 

결심을 하고 임상심리를 선택한다. 지금 돌이켜 보면, 초월은 자신을 알

고 싶어서 거쳤던 과정이라고 말한다.

나를 이해하는 좋은 방법으로 심리치료를 시작했다가 집단상담을 통

해 진짜 상담을 만난다. 4박 5일 합숙 집단상담은 초월 인생의 터닝 포

인트가 된다. 집단원으로 참여할 때의 마음은 두 가지 였는데 하나는 

‘집단하다 방바닥에 쓰러져 죽으리라.’와 ‘아! 나는 이제 죽어도 여

한이 없다.’이다. 당시 집단상담에서 초월이 깨달은 것은 ‘조건 없는 

사랑이 있구나, 모든 사람은 고통스러워하는구나, 나는 모든 걸 비관적

으로 보고 살았구나.’였다. 평생 갈구하며 알고 싶던 것을 깨달은 순간

이었고, 그 뒤로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초월은 합일(oneness) 체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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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최적의 사랑의 상태가 되는 체험을 하게 된다. 나를 알고 싶어서 

상담공부를 했던 초월은 현재 영적인 길을 찾으며 상담자로서 더 좋은 

도구로 쓰이기 위한 수행을 하고 있다.

초월에게 협의의 영성개념은 ‘지금 여기에 깨어있음’이다. 현재에

서만 이야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면담을 하는 순간이 현재이다. 상

담실 밖에 있는 자녀는 과거나 미래의 일이다. 지금 있는 것은 지금의 

영원한 순간이기 때문이다. 초월은 상담자는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서 내담자가 수용되고 이해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럴 수 있으려면 상담

자 안에 내담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변화 요인을 갖추고 있어야 때문에, 

상담경력이 30년이 넘은 지금도 초월은 자신에게 그러한 변화 요인을 

만들기 위해 변화하려고 노력한다.

8)‘감사’의 이야기

: 감사하고 긍정적인 태도로 내담자를 만남

감사는 삶이 막막하고 캄캄한 중에, 영성이라는 주제를 만나게 된다. 

직장에서 중요한 임무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나이 마흔이 넘어서 둘째 

아이를 낳았다. 여건도 편해지고 마음도 편해졌다고 생각해서 낳았는데,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게다가 교육과 상담을 공부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며 

아이와 많은 시간을 못 보내주는 것에 대한 고민과 괴로움이 컸다. 한

편,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은 갈망이 있지만 그것 역시 제대로 할 수 없

는 여건 때문에 더욱 막막함 중에 있게 된다. 그러던 중 2006년 1월 1일 

의무축일미사가 끝나고 집으로 걸어오는 길에,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거지?’에 대한 고민의 답이 떠오른다. 

‘내가 잘 하는 것, 앞으로 내가 해야 하는 것은 학생들을 잘 가르치

고, 잘 상담하는 것. 상담에서 그 동안은 신체적인 건강과 심리적인 건

강을 고려했다면 영적인 부분까지 건강해야 온전하게 건강할 수 있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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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라고 생각하며 영성 상담에 관심을 갖기로 한다. 그 순간“갑자기 

막 앞이 그냥 환해졌다”고 하며 영성연구를 하고 상담에 영성을 적용하

기로 마음먹으며 삶의 목표를 다시금 바로 세운다.

감사에게 중요한 영성실천의 방법은 8년째 ‘감사일기’를 쓰는 것이

다. 자기 전에 매일매일 쓰고 있는 감사일기는 ‘엄청 쉽고 좋은’것이

다. 감사를 하다 보니 하루 지낸 것이 다 감사하고, 에너지가 더 많이 

생겨서 소진도 덜 되고 병도 잘 안 걸린다. 감사를 하는 태도는 감사 일

기를 쓰기 훨씬 전부터 몸에 배어 있었는데, 대학교 때부터 동생 3명과 

자신의 도시락을 매일 아침 5개씩 싸면서도 늘 긍정적으로 생활했다.

감사는 오남매 중 맏이로 태어났다. 어머니는 어린 동생들을 돌봐주

셔야 했기 때문에, 감사는 할머니 방에서 자기도 하고 할머니와 함께 생

활하는 일이 많았기에 할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감사는 할머니께서 

남을 도와주시는 것을 어려서부터 많이 보아왔는데, 할머니와 부모님이 

어려운 사람들을 조금만 도와줘도 힘들었던 사람들이 잘 살게 되었다고 

기억한다. ‘조금만’ 도와줘도 사람들이 힘을 내는 것은 상담을 하면서도 

경험한다. 감사에게 있어 영성이란, 아름답게 활짝 피어나야 할 시들어 

있는 꽃이 제대로 피도록 하는 것이다. 막막하고 어두운 상태에서 계속 

어둡게 있으면, 물이나 토양과 같은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원래 활짝 피

어야 할 꽃이 말라죽거나 병들어 죽을 수 있다. 그런 꽃과 같은 내담자

를 상담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도록 하는 것이 영성이다.

 

2. 상담자 영성적 체험의 구성 요소

상담자가 내담자와 상담을 하며 체험하는 영성은 아래 <표 2>에서 제

시된 대로 8개의 구성요소와 25개의 하위구성요소들로 나타났다. 의미 

단위 요약을 포함한 구성요소 도출 과정은 <부록 6>에 제시하였다.  본 

절에서는 면담 내용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체험의 구성요소들 즉, ‘ 내

담자에 대한 믿음과 사랑’, ‘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삶의 의미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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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 ‘내담자는 나의 스승’, ‘연결감’, ‘나를 잊은 상태’, ‘한계

를 만나 수용과 회복으로’, ‘ 공동체로 흘러감’에 대하여 참여자들의 

구체적인 체험내용과 함께 기술하고자 한다.

<표 3> 숙련상담자 영성적 체험의 구성 요소

하위구성요소 구성요소

(1) 내담자가 자신의 삶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믿음
1) 내담자에 대한 

  믿음과 사랑
(2) 내담자를 향한 애정이 생겨남 

(3) 내담자의 고통 앞에서 겸허해 짐

(1) 하나님을 의식하는 상담
2) 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2)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현

(3) 상담에서 신의 존재를 감지

(1)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님

3) 삶의 의미 발견
(2) 내담자의 존재 가치를 일깨우는 상담

(3) 나의 존재 가치를 깨달음

(4) 삶이란 그냥 경험하는 것

(1) 내담자와 내가 함께 성장함

4) 내담자는 

   나의 스승

(2) 변화를 목도할 때 전달되는 울림

(3) 삶의 목표가 분명해 짐

(4) ‘또 하나의 나’를 만나며 얻게 되는 지혜

(1) 연결감은 충만함으로, 충만함은 에너지로
5) 연결감

(2) ‘대상 됨’에 대한 고마움과 책임감

(1) 나를 잊으면 더 생생함

6) 나를 잊은 상태(2) 몰입을 위해 노력함

(3) 하나 됨을 경험

(1) 모호함을 견디기

7) 한계를 만나 

  수용과 회복으로

(2) 어찌할 수 없는 내담자의 큰 고통 속에 함

께 ‘뒹굴기’

(3) 깨어짐

(1) 한 사람의 변화가 또 다른 변화를 일으킴

8) 공동체로 흘러감(2)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변함

(3) 베푸는 삶으로 이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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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담자에 대한 믿음과 사랑 

                           ;  “나는 쪼끔만 그냥 쪼끔만 도와주면”

연구에 참여한 상담자들은 영성적 체험을 하게 되는 이유가 상담에서 

자신이 내담자의 힘을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상담자들은 상담을 

하면 할수록 내담자에게 힘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영성적 체험을 하게 

된다. 더불어, 각자의 삶에서 분투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상담자에게 겸

허한 태도를 갖게 한다. 결국, 참여자들은 내담자를 만나며 내담자의 힘

을 믿고 애정을 갖게 되는 반면에 자신은 그저 같이 있어주는 사람으로

서 그리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영성적 체험을 하게 되

는 것이다.

(1) 내담자가 자신의 삶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믿음

 

참여자들은 내담자를 고쳐주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경이

로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바라본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삶

을 살아 내가는(live through) 것이 참 힘든데, 그 힘든 삶으로 내담자가 

상담자를 초대해주었기 때문에 상담자는 내담자들과 삶을 ‘그저’ 같이 

걸어주는 존재이며, 자신은 작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여기기도 한

다. 이러한 태도와 관점은 상담을 하면 할수록 더욱 생겨나는데, 내담자

의 잠재력과 강점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 이러한 체험은 내담자

의 힘을 믿게 되는 영성적 체험으로 나타난다.

 사실은 내담자가 자기의 삶을 가장 많이 알죠. 자기가 살아온 40년, 

50년의 삶을 그 사람만큼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다만 

그 사람의 엉켜져 있는 삶의 부분들을 상담자가 질문을 통해서 그 얽

혀진 것 들을 숨을 쉬게 하면서, 물고를 좀 틔워 주고, 넘어가게 해주

고, 질문을 통해서 고통의 현상에 들어가서 그것들을 재경험하도록 하

는 측면에서 물고를 틔워준다는 측면이지, 사실은 내담자가 자기 것을 

가장 잘 알죠.(2알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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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에 대한 태도하고 관련되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건, 내

가 상담에서 내담자를 대할 때 이 내담자를 내가 고쳐주거나, 문제를 

해결해서 고쳐준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내 자신이 큰 거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은. 나는 그냥 작은 일부를 감당하는 

것. 그게 내가 있어야할 자리에 있는 것.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엄청 커서가 아니고, 누군가에게는 자리를 공유 하는 것. 나하

고 만난 내담자에게.(4겸손)

 상담을 할수록 내가 뭐를 해서 변화시키는 것 보다 내가 옆에 있고, 

내담자가 바뀌는 것에 내가 같이 가는 사람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는 게 어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예를 들면 가르

치거나 교훈을 주거나 한 순간에 바꾸기 보다 삶이라는 게 계속해서 

좋아지려고 나아지려고 애를 쓰고 이런 사람들 옆에서 내가 같이 있어

주고 이해해주고 그들이 변화해 가는데 힘을 주는 사람이구나.(5몰입)

 쪼끔만 이렇게 방법만 쪼끔만 알려주면 원래 잘 할 수 있는 아이들. 

그래서 “너 잘할 수 있어” 믿어주고 알게 해주고. (중략) 모든 존재

가 다 스피릿이 있고,  그것들을 살리고 그 방향으로 살아가도록 해주

는 일. 근데 잠깐 무슨 어려움 때문에 스피릿까지도 죽어있는 그런 상

태인 것 같아서 다시 그것을 알게 해주고 쪼끔만 방해되는 그것만 제

가 경험이나 상담기술 가지고 잘 극복할 수 있게 쪼끔만 해주면.(8감

사)

 꽃이 활짝 펴야 되는데 물이나 토양이 나쁘거나 환경이 뭐하면 말라

죽던지 병들어 죽던지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도 원

래는 다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데.(8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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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담자를 향한 애정이 생겨남 

 

참여자들은 상담관계의 시작은 계약관계로 만난 것이지만 단순한 계

약관계일 때는 가능하지 않은 체험들을 하게 된다. 열정적으로 상담을 

하게 되거나, 내가 도움을 주었지만 오히려 내담자에게 고마움을 느끼

고, 상담이 종결된 후에도 내담자의 안위가 궁금해진다. 참여자들은 내

담자의 변화와 성장을 보며, 자신의 삶의 의미가 되어주는 내담자에게 

애정을 느끼게 된다. 

 내가 여러 가지 바쁘고 지금 쉬어야 되고 상담 안 해도 되는 상황인

데도 학생이 필요하다 그러면 때로는 그냥 하는데, 아까 그 경험을 하

고부터 더 안 힘들어 진거 같아요. 더 열정적으로 정말 애정을 갖고 이 

학생을 위해서라면 학생이 변화하도록 성장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

다면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8감사)

 내담자들이 상담에 대해서나 상담자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지만, 그 때 

내가 가장 크게 느끼는 건 나 역시도 고마움인 것 같애요. 그 과정을 

그래도 같이 신뢰하면서 마무리 할 때까지 같이, 걸음을 중간에 포기하

지 않고 함께 해나가면서 해 온 내담자에 대한 고마움인 것 같아요. 그

게 내담자에 대한 애정일 수도 있겠어요.(4겸손)

 얄롬 책에 상담자가 얼마나 내담자를 기다리는 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구요. 제가 지금은 내담자를 기다리면서, 내

담자 한 분 한 분 만날 때마다 내 삶의 의미가 더 깊어지고, 내가 상담

하면서 고통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같이 찾아나가게 되는 거에요. 그러

니까 나도 또 한계를 인식하고. 그렇지만 내담자를 기다리면서 그것이 

내 삶의 의미가 되고.(3고통)

 (앞부분 생략: 열심히 상담은 했지만, 상담자로서 해 준 게 별로 없다

고 생각하는 내담자인데, 오히려 상담자를 좋은 대상으로 여기고 찾아

오는 내담자들 이야기) 떠오르는 이미지는 그런 친구들을 떠올릴 때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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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런 것 같애요. 비유가 적절한가? 자식을 

어디다 보내놓고 멀리서 이렇게 음 잘 살고 있지... 이렇게 보는 느낌 

있죠?(5몰입)

(3) 내담자의 고통을 만날 때 겸허해 짐

‘참여자 겸손’은 내담자의 삶의 고통을 볼 때, 그리고 그 고통을 

안은 채 애쓰고 있는 내담자의 모습을 보며 겸허함을 느끼는 것이 영성

적 체험이라고 말한다. 내담자가 이상하거나 모자라서도 아니고, 상담자

인 내가 더 잘나거나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각 사람이 자신의 삶의 

여건 안에서 살고자 애쓰는 모습을 볼 때 겸허해진다.

 겉보기엔 되게 당당해보여서 야물딱지고 잘 해낼 것 같은 내담자인데.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할 때, 상대방이 차갑게 “그건 너무 무리한 거

죠.” 이렇게 우호적으로 안 나왔을 때 이 내담자는 기분이 나쁘고 훨

씬 더 여운이 오래 갔어요. (중략) 눈치보고 쪼그라들어 있는 그 마음

을 같이 나눌 때 그게 얼마나 이 사람에게 있어서 얼마나 힘들고 무서

우면 그렇게 안 보이려고 포장하고 하려고 하는가. (중략) 각 사람은 

자기만의 그런 고통의 무게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도 겸허해지는 

순간인 것 같아요.(4겸손)

 내담자들을 만날 때 삶에 대해서 겸허해지는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굉장히 깊은 마음에 다가갈 때, 때로 어떤 경우는 내담자가 내

가 상상할 수 없는 이상의 고통들을 경험하고 있고, 하지만 또 그 안에

서 살아내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고 그런 모습들에서 겸허해지는 마음

이 들어요.(4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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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종교가 있는 참여자들은 상담관계에서 자신이 믿는 신과의 관계를 의

식하며 진행되는 상담의 과정을 영성적 체험이라고 한다. 하나님을 의식

하는 상담을 하려고 노력하며, 자신이 하나님과 경험한 좋은 관계를 자

신과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재현하려고 노력한다. 또한, 내담자가 상담자

를 통해 좋은 관계경험을 가지는 것을 보며 자신의 영성에 대하여 인식

하게 된다. 상담과정에서 상담자 스스로 신의 존재를 체험하기도 하고 

내담자가 신의 존재를 감지하는 것을 보기도 한다. 한편, 내담자의 영성

을 다루는 상담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영성을 들여다보게 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상담자의 ‘초월적 존재와의 관계’의 모습을 성찰하게 한다.

(1) 하나님을 의식하는 상담

종교가 있는 참여자들은 상담에서 만나게 되는 내담자도 하나님이 자

신에게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상담 맥락을 절대자의 섭리라고 여

기고 그러한 경험과 이해를 반복한다. 또한, 하나님이 내가 상담자로서 

어떤 상담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담을 

위해 끊임없이 절대자에게 묻고 답을 구한다. 상담을 직업상의 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소명으로까지 확장하여 

인식하고 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었지?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 주신거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셔서 깨닫게 해 주신거지? 이건 내 공이 아

닌 거지?’ 마찬가지로 뭐가 잘 안 됐을 때도 내 탓을 하지 않고, ‘하

나님의 때가 아직 아닌가 보다.’ 그렇게 연결 짓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이 사람한테 뭘 주길 원하실까? 하

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이 사람한테 뭐가 필요하지?’ 내담자의 이

야기에서도 뭐가 필요한지 듣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뭐가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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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으려고 노력을 해요.(6소명)

 상담을 마칠 때 손을 잡고 기도를 하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내담자도 

크리스찬이고 저도 크리스찬이고 서로가 그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기도를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구하고, (중략) 우리

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으로 노력하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거

를 넘어서서 초월적인 존재가 작용을 해주심으로써 시너지가 많이 일

어날 것을 믿고 확신한다고 하는 것을 함께 고백하기도 하고 기도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들을 하죠. 기도를 하고 난 후에 내담자의 표정을 보

면 훨씬 환하고 밝아지고 그리고 많은 위안을 얻은 것 같은 표정과 태

도와 또 말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1구함)

하나님을 의식하는 상담은 참여자들에게 상담관계에서 만나는 내담자 

뿐 만 아니라 ‘공동체 정신’에 까지 영향을 주어, 상담공간을 벗어나

서 더 사회와 국가 때로는 우주까지 의식하며 자신의 소명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는데 영향을 준다고 한다. 참여자들은 이렇게 상담을 통해 

공동체 정신과 자신의 소명을 떠올리는 것을 중요한 영성적 체험으로 이

야기한다.

 나에겐 공동체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어떤 역할을 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는 가를 평가하고 점검하고 

성찰해야 하는데, (중략)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던져 놓으신 거잖아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서 소명이나 통일한국에 대한 뭔가

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3고통)

 (앞부분 생략 : 내담자의 변화로 주변 사람까지 행복해진다는 이야기)

하나님 나라가 죽은 다음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봤을 때, 하나님나라가 이루어져가는 아주 

좋은, 상담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

고 생각해요.(6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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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현

종교가 있는 참여자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지지나 위로가 자신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살아가는 데 좋은 경험을 하였는데, 이런 관계를 상

담자와 내담자하고의 관계에서 재현 할 수 있다고 믿고 그런 상담을 하

는 것을 자신의 영성 체험으로 보고 있다. 참여자들은 자신이 절대자에

게 받은 좋은 것들을 내담자에게 주기도 하며 또는 내담자가 그것을 느

끼는 것을 보며 절대자와의 관계를 상담관계에서 재현하는 일련의 과정

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 영성을 발달시킨다고 한다. 

 나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내담자와의 관계 안에서 작용을 하고 있다

고 보고 하나님과의 안에서 내가 경험했던 좋은 것들을 내담자들에게

도, 내담자가 신앙을 가지고 있든지 가지고 있지 않든지 간에 관계의 

본질이라던가, 자기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걸 혼자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든든한 어떤 나를 위로해 주고 지지해주는 

배경 안에서 스스로를 이해하고 깨닫고 하는 것들을 함께 해 나간다라

고 나는 믿는데, 내가 하나님하고 경험했던 관계를 함께 나누는 의미가 

있는 거죠.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내

가 경험했던 좋은 관계를 다른 관계에서 구현하고 재현한다는 측면에

서는 내담자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보는 거죠.(1구함)

 하다보면 내담자들이 “아 되게 선생님이 편안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느낌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지적당하

지 않으면서, 자기의 것들을 확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해준다는 얘기

를 공통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말을 하진 않지만, 내담자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 자체가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만나는 것 자체가 

영성이라는 생각이 드네요.(2알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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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담에서 신의 존재를 감지

종교가 기독교인 참여자들은 상담에서 종종 신의 존재를 경험하고 또 

내담자가 신의 존재를 감지하는 것을 보기도 한다. 우선, 상담자 입장에

서는 상담 중에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말이 떠오를 때가 있는데 

그런 순간에 떠오른 생각이나 말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로 여

긴다. 이렇게 절대자와의 관계 속에서 지혜가 생겨나기 때문에 상담자의 

전문성발달 측면에도 절대자와의 관계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상담

을 하다보면 자신이 아무리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지적인 능력이

나 경험으로 해결 되지 않는 순간이 있는데, 깨달음을 주시는 신의 존재

를 민감하게 체험할 때 영성적 체험을 한다고 믿고 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수퍼비전 할지 몰랐는데, 누군가 깨닫게 해

주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어? 내가 이거 어떻게 깨달았지?’ 

그리고,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해요. 착각일 수도 있으니까. 대단한 것도 

아니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내 주관적인 느낌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나보다’(6소명)

 (상담시간 50분 내내 한 마디도 하지 않던 청소년 내담자 이야기) 내

담자가 안 와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 아버지가 “그냥 오거나 

말거나 냅두라. 걔는 사람 되기 글렀으니까 그냥 냅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되기 글렀다는 말이 나에게 충격이었지. (중략) 저

렇게 얘기하는 아버지 같으면 나 같아도 이렇게 아버지가 끌고 온 누

군가에게 얘기하고 싶지 않겠다. 그래서 그게 한 순간에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때가 그런 경험이 좀 있었죠. 내가 인

도해 주십사라고 부탁드리고 내가 구하는 지혜 같은 것들이 상담에서 

어느 한 순간에 확 해결되는 느낌. 그런 것들을 가질 때. 터닝 포인트 

또는 뭔가 한순간에 딱 실마리가 해결 되는 지점들을 (하나님이) 나타

나게 해 주시는 것.(1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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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상담에서 영적인 순간을 느끼는 것은, 사람의 실존이라고 그러잖

아요. 제일 마지막 순간 혼자 있는 그 자리. 여기에 다가갔을 때, 그 마

지막 자리에서 뭐랄까, 그 순간에 사람이 홀로 견디는 것도 하나의 방

식이지만 그 순간이 사람에게 가장 신이 필요한 신과 연결될 수 있는 

그 자리라는 생각이 그럴 때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첫 사례가 대

학교 1학년 남학생이었는데, 호소문제가 자기는 왜 사는지 잘 모르겠다

고 했어요. 사실 내가 그 때 상담경험이 있고 그러면 고런 게 뭐였는지 

구체화시키면서 찾았을 텐데, 그 때는 그런 게 어려웠던 것 같애요. 처

음 사례였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모호해 지면서. ‘사람이 왜 사는지 

알려면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막 갔던 것 같애요. 근

데 지금 얘기하면, 신앙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래서 알게 되

는 게 아니고 분명히 우리 마음 자체를 깊이 들여다 볼 때, 그 끝자리

에 분명히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결국에는 신이 필

요한 자리.(4겸손)

 내담자의 이야기의 주제가 내 주제와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럴 

때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요. 때론 유독 그 주제 비슷한 것으로 나를 

자극하는 시기로 내담자들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

에게 주는 메시지인가보다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나의 이런 측

면을 하나님이 다뤄 가시는 때인가 보다’라고 연결될 때가 있는데, 그

럴 때 영성이라면 영성인 것 같애요.(4겸손)

 참여자들은 내담자가 상담에서 신의 존재를 감지하는 경험도 상담과정

에서의 영성경험이라고 보았다. ‘참여자 구함과 알아감’은 자신이 기

독교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상담을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담자

가 기독교인인 것을 감지하는 것을 보며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감지되

는 것들을 경험한다. 특히, ‘참여자 구함’은 내담자가 상담자의 영향

을 받아 교회를 가게 되는 것을 감동으로 기억한다.

 오래전인데 상담을 다 마쳤는데 종결까지 했죠. 그 내담자가 몇 살이

었더라, 20대 초반이었는데 내담자가. 제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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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상담을 했는데, 그 분도 종교가 무교라고 썼던 것 같은데, 그 

분이 상담을 마치면서 저에게 교회를 다니냐고 물어봤어요. 다닌다고. 

의외다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냐고 했더니? 왠지 다닐 것 

같다고(참여자와 연구자 둘 다 소리 내어 웃음). 선생님이 교회를 다니

는데 상담을 마치면서 저도 교회를 다녀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도 되게 감동을 받고 막 그래서, 안내를 해주고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는 분 통해서 교회를 소개시켜 주고 했는데. 제가 

그거를 경험을 하면서 아~! 이게 상담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이 현실에

서 가시적인 존재로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만, 그거를 넘어선 무

언가가 여기서 일어나고 있구나.(1구함)

 굳이 이걸 말을 하지 않았는데 내담자가 “선생님 혹시 기독교인이세

요?” 그런 느낌이 든다고. 그렇게 서로가 전달이 되어지는가보다. 그

게 영성의 개념으로.(2알아감)

 가족 내 갈등이 심하고 우울증이 심한 내담자랑 상담을 10주 정도 했

어요. 아무 때나 특히 밤에 스트레스 쌓이니까 엄청 많이 먹고 그랬는

데, 내담자가 “이제 잠자는 거랑 거 먹는 거 조절 할 수 있게 됐어

요.”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략) 엄청 박시한 옷 입고 엄청 나른해 보

이고 하던 애가 옷도 갖춰 입고 화장도 하고 바뀌기 시작한 거야. 근데 

그 아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 하실 것 같

으냐?’ 라는 상담자 말이 되게 와 닿았대요. 원망만 했지 나를 바라보

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었는데, 자

기를 되게 불쌍하게 여길 거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좀이라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자기가 하게 되었다

고.(1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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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삶의 의미 발견

참여자들은 상담 중에 내담자들이 자신의 문제의 해결에만 초점을 두

는 것이 아니라 문제이면에 있는 의미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상담을 한

다. 상담자들은 내담자가 삶의 의미를 발견하면 내담자 자신의 존재가치

도 깨닫고 영성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된다. 상담자 또한 자신이 내담자

의 삶의 중요한 순간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깨달음으로 상담자 

역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한편, 삶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이들은 삶의 모든 과정이 소중하기 때문

에 삶이란 모든 순간을 그냥 경험해 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숙련상담자

들이 상담에서 겪는 영성적 체험은 ‘삶의 의미 발견’이라는 구조로 나

타난다.

(1)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님

문제는 해결하고 없애려고 할 때 문제라고 명명하는 것인데, 내담자

가 자신의 문제의 어려움을 넘어 의미를 알고 깨닫게 되면 새로운 기능

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문제에만 머물지 않는다. 이처럼 숙련상담자들은 

내담자의 문제를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하는 상담을 중요하게 생

각한다. 내담자가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의 의미를 발견하고 초월경험을 

하며 성장 할 때, 상담자도 내담자의 성장을 보며 함께 영성적 체험을 

한다. 

 

 문제가 문제로서 머무는 게 아닌 거죠.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거를 

없애버리고 해결해버리고 하는데, 그 문제 때문에 사람이 성장을 하

게 되니까, 내담자도 성장하게 만들고 저의 성장에도 영향을 주고.(1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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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담자가 자신이 느끼는 우울감이 있고 없고의 차원이 아니라. ‘내가 

우울을 느끼고 있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 장면에서 내담자들도 그랬던 것 같고 저도 그렇고 

증상에 더 이상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스스로를 초월해서 

보는 거죠. 자기의 입장을 높고 어떻게 보면 한 발 떨어져서 객관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는 상태를 상담자 입장에서 내가 함께 경험하고 (중략) 

변화를 이끌고 그런 차원만이 아니라 ‘존재적이거나 본질적인 이야기

를 내담자가 하는 게 아닐까?’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의미 추

구라든지 한 발 떨어져서 자기를 초월해서 스스로에 대한 인식을 한다

던지.(1구함)

 자기가 왜 사는지? 왜 이런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지? 해결하려고 

왜 이렇게까지 애를 쓰는지에 대해서 의미부여를 하는 순간부터 다

르게 사는 방향과 길이 열린다고 믿거든요. 상담이 내담자가 그런 것

을 잘 할 수 있도록 촉진해주는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작업을 내

담자가 하는 것을 보면서 상담자가 내담자가 해 나가는 길에 같이 

가주는 거죠. 내담자가 자기 삶에 대해서 의미부여를 하는 것을 목격

자로서 보거나, 그걸 촉진해 주는 도와주는 역할로서 보면서 나도 내 

삶의 의미를 어떤 식으로든지 부여해 가고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과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죠.(1구함)

 

 상담할 때 고난을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 보다는 “당신한테는 

이 문제를 해결했을 때에 분명히 어떤 성장과 깨달음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고민이 끝났을 때에 영원히 당신한테 고민이 없지는 않을 

거다 다음에 또 새로운 고민이 올 것이다 그때 당신은 또 무엇을 깨닫

고 성장할 것인가?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는 스스로 고민과 문제를 통

해서 그것을 해나가도록 나는 돕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문제해결자체 보다는 그 문제해결을 통한 의미. 삶의 의미 그런 걸 더 

상담에서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함으로써 저의 상담 시작할 때 가졌던 

고민을 그렇게 해결을 하죠.(6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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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담자의 존재 가치를 일깨우는 상담

참여자들은 상담에서 영성을 의식하고 상담을 할 때, 내담자의 존재

가치를 일깨우는 상담을 한다고 말한다. 내담자에게 여러 가지 상담기법

을 동원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순간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내담자가 자신의 존재 자체가 가치롭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다. 

상담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을 때 내담자에게 존재 가치를 일

깨우는 상담을 통해 내담자의 영성을 살리는 상담을 한다고 한다.

 지금 긴장이 된다던지 부상을 입었다던지. 자기가 그 길로 가고 있는

데 목표를 달성을 못하면 낭떠러지길로 떨어지는 느낌이 든대요. 그러

면서 엄청 걱정을 많이 하죠. (중략) 각 존재가 굉장히 소중해서 누군

가가. 그 누군가가 신이겠죠 God 이겠죠.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라 다 

존재가치가 있어서. (중략) 문제가 있다면 그거를 물론 해결하도록 상

담에서 도와주는데 해결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

면 고통스런 상황이 되겠죠? 그럴 때에 시야를 좀 더 넓혀주면 심지어 

고통까지도 그냥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리고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안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수용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을 좀 더 안정

적이고 성숙하게 해 주는 거 같아요.(8감사)

 제가 지금보다 훨씬 상담자로서 미숙할 때, 나보다 나이가 쫌 더 많은 

사람을 상담한 적이 있어요. 자꾸 공감 하고 공감해 보니까, 열심히 배

운 대로 공감하고 이랬는데 결국 내담자가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진다

는 거였어요. “아 당신이 참 초라하게 느껴지시는 군요.” 라고 공감

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에 내담자가 느끼는 초라한 마음에 대해‘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를 고민했는데 벌써 20몇 년이 됐는데도 기억이 

나는 거 보면, 그 때 그 쓸쓸한 표정이 기억나는 걸 보면, (중략) 존재

에 대한 통찰과 확인, 좀 더 영성이 강하게 무장 되었다면 많은 내담자

들이 가진 문제들을 더 해결할 수 있을 거고 도와줄 수 있을 건데.(6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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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해서 여기서 살아야 되고 목적도 조금 

더 생각하게 해주고 자신의 존재 가치도 알게 하고. 그냥 관계에서 어

떤 문제해결 차원을 넘어서 지금 당장의 문제에 잘 적응하고 그런 차

원을 넘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어

디로 가고 있고 삶의 목적도 알게 해주고 좀 더 자신의 가치감을 갖도

록 스스로 가능성 있다는 거를 알도록 격려해주고 뭔가 그런 걸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주는 거 같아요. 영성을 생각하면서 상담을 하니까.(8감

사)

(3) 나의 존재 가치를 깨달음

참여자들은 내담자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

고 자신의 ‘존재 이유’와 자신이‘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중요한 영성적 체험이라고 한다. ‘참여자 감사’는 영성이란 

충만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인데 상담을 하며 “살아온 모든 것이 준비가 

됐다는 느낌”을 가지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닫는 과정에서 충만감을 

느낀다. ‘참여자 고통’은 고통이 큰 내담자를 상담하면서 자신이 그들

의 고통에 참여하여 그 고통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된 것을 통해 존재 

가치를 경험한다고 한다. 

 제가 상담을 굉장히 잘해줬다고 생각하고 충만함을 느꼈어요. 뭘 보고 

충만했느냐면 그분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됐다는 느낌? 제 존재가치를 

엄청나게 느꼈어요. 그 분이 물론 돈 내고 다른 데 가서 상담을 하면 

되기는 하겠지만, 제가 그분한테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들

어요. 그렇게 두 시간을 온전히 그 사람한테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는 

거잖아요. (중략) 저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을 해서 온전히 두 시간을 

함께하면서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제가 충분히 그 순간을 위해서 지금

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준비가 됐다는 느낌 때문에 충만감을 느꼈어

요.(8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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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담자가 겪는 고통도 크고 그런데, 저한테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상

담이 챌린지가 되요. 왜냐면 고통이 있지만 의미도 되게 크거든요. 그

걸 나 밖에 할 수 없다는. 왜냐면 다른 사람하고는 상담 안 해요. OO9)

들도요, 카톡이 있어요. 서로 자기네 고통은 자기네만 소통하고 다른 

사람하고 공유 안하고, 그런데도 거기서도 얘기 못 하는 게 있는 거에

요.(3고통)

(4)  삶이란 그냥 경험하는 것

많은 참여자들이 삶의 의미를 상담에서 떠올리고 다루는 것이 자신의 

영성적 체험과 관련이 있다고 한 반면에 ‘참여자 겸손’과 ‘참여자 몰

입’은 삶의 의미라는 것을 규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참여자 겸손’

은 “삶은 걸음을 걷는 그 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즉 모든 순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삶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참여자 몰입’도 “삶이란 그냥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

는 본질을 따로 규정할 수 없다고 말한다. ‘참여자 겸손과 몰입’에게 

‘삶이란 그냥 경험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삶의 모든 순간이 소중

하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삶의 의미를 규정하지 않는 것은 상담관계에

서 중요한 영성적 체험으로 이끄는데, 좋은 삶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에 상담관계에서도 내담자에게 그저 “같이” 걸어주게 된다.

 그냥 삶은 한 걸음 한 걸음 그 순간순간이 되게 중요하고 그 걸음걸

음 걷는 순간이 더 소중한 거다. 이런 걸 더 알게 되는 거. 추상적인 

말로 들릴 수 있는데, 이게 개념적인 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는 다

른 나만의 방식의 삶이 있는 거, 그 소중한 게 뭔지를 나한테 찾는 거. 

고거를 따라서 내 페이스대로 가는 거. 결국은 이제 그거를 자꾸 확인

해 가는 과정이고.(4겸손)

9) 참여자의 요청으로 특정 직업군의 명칭을 비공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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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생각해 놓은 잘 사는 삶에 대해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

이 있잖아요. 그걸 종교인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거고 상담

자는 그렇게 살 수 있으니까 같이 그 쪽으로 끌고 가고 그러는 건데, 

저는 좋은 삶 이런 방향보다는 그냥 각자가 그 삶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해가면서 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교통

사고를 당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쩌다가 

우연히 운이 없으면,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어떤 삶이 그 순간에 확 깨

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일들은 관계에서 벌어지기도 하고, 내가 잘 

해준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나를 꼭 배신 안 하고 다 좋게 갚는다고 생

각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걸 다 겪어가는 과정이잖아요 상담이. 내담

자들이랑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게 좋은 삶이니까 이쪽으로 

가야 돼 이런 가치관 보다는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같이 

부대끼면서.(5몰입)

4) 내담자는 나의 스승

      : “이 분이 나한테 상담을 받으러 온 거야? 날 성장시키러 온 거야?”

(1) 내담자와 내가 함께 성장함

온갖 참된 삶은 만남이다. 관계는 상호적이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에게 

작용하고 있듯이 나의 ‘상대방’ 역시 나에게 작용하며, 나에게 가르

침을 받는 자가 나를 형성한다(Buber, 1923). 

참여자들에 따르면, 마틴 부버의 말처럼 상담자가 내담자들에게 작용

하듯이 내담자가 상담자를 형성해간다고 할 수 있다. 참여자들은 자신에

게 중요한 ‘상대방’인 내담자와 함께 동반성장하는 것을 영성적 체험

으로 생각한다. 이에 대하여 참여자들은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동시에 성

장할 수 있는 “특별한 직업”인 “상담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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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고통’은 청소년 내담자 덕분에 자신의 지평이 넓어짐을 경

험한다. 세속적으로 보이던 노래방이 가봐야 되는 곳으로 생각이 바뀐 

것을 자신의 성장이라고 생각한다. 품행장애를 가진 비행청소년을 통해

서도 상담자가 형성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참여자 소명’은 자신 보

다 더 영성이 뛰어나게 발달했다고 여겨지는 내담자를 만난다. 그 과정

에서 상담자가 해 줄 수 없는 영역도 있다는 것을 인식함과 동시에 내담

자가 가지고 있는 영성을 바라보며 존경을 느끼며 배움을 얻는다. ‘참

여자 감사’는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모습을 성찰한다.

 노래방에 대해서 처음에 “저런 게 다 뭐야, 저런 세속적인 게 있

어?” 그러다가도 지금은 청소년들이 가 볼 수도 있고, 저는 청소년 상

담하는 사람은 가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가서 있다 보면은 

‘애들이 이렇구나’ 이해하니까 나쁘다는 가치관도 바뀌고 내담자랑 

이야기하다보면 가치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같

이 소통하다 보면 서로 성장을 촉구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3고통)

‘이렇게도 사는 구나. 동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구나.’살면서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의 가치관을 다시 조율해 봐요. 저는 이

것도 상담자의 변화라고 봐요. 자기의 삶의 방향성. 영성. 자기 스스로

에 대한 감정 사고 열망 이런 걸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다 reflection 

해야 되죠. 근데 저는 그 reflection 이 내담자를 통해서 된다고 봐요.(2

알아감)

 이 내담자가 나한테 지금 상담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나를 도

와주러 온 것이 아닌가 생각될 만큼 내가 내담자에게 상담자로서 분명

히 도움을 주고 있지만, 그 친구의 삶에 대해 초연한 태도, 삶에 대한 

가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이런 거는 제가 상담하고 그 

친구를 보면서 너무 너무 은혜를 받는 거에요. 남편이 불치병이었고,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완전히 이 아내의 기도와 사랑으로 살려 

낸 거더라구요. 그리고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언니 오빠들은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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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바빠 돈만 대는데,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모습. 엄마가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어린아이 심정이 아니라, 엄마의 마지막이 품위 있어

야 된다고 생각하고 평안하게 돌아가시도록. 단호하고 어떤 부분에선 

강인함이 굉장히 존경스럽더라구요.(6소명)

 모든 게 연결이 돼 있고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하

고, 상담을 통해서 많은 인간 삶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관계도 더 잘하게 되는 거 같아요. 영성에서도 관계가 중요하잖

아요. (중략) 교수 중에도 막말하는 교수들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 교수

님들이 있대요. 그래서 굉장히 권위주의적으로 자기기준에 부합이 안 

되면 학생들을 막 무시하고. 심지어는 이 병신새끼야 뭐 이렇게 욕하는 

경우도 있대요. 학생이 개인사정이 있어서 학교를 2주를 빠졌는데 사정

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런 사정 때문에 결석을 했어요”하려고 했

는데, 말도 못하게 하고. “아 됐어!” 이러고. 그러고 막 F줄 거 같이 

반응을 하신대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애들한테 어떻게 대하나?’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2주 결석한 학생한테 어떻게 

대했나?’ (중략) 그래서 학생하고도 관계도 더 잘하고, 더 존중하고 

‘혹시 내가 막말을 한다거나 표정으로라도 막 그러진 않았나?’ 반성

도 해보고. 제가 상담을 안했다면 그런 교수들이 있다는 것도 모르겠고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상담을 하니까 아주 그냥 생생하게 듣게 

되고, 학생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힘든지.(8감사)

(2) 변화를 목도할 때 전달되는 울림 

참여자들은 내담자가 변화하는 것을 보며 여러 가지 정서와 정서 이

상으로 가슴에 울리는 체험을 한다. 참여자들이 체험하는 울림을 언어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기쁨, 감사, 유능감, 기적을 체험함’ 이라고 할 수 

있다. 기쁨과 감사 등으로 표현되는 울림이 생겨하는 이유는, 내담자의 

변화가 서로를 알아가는 깊은 관계 속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참여자들

은 내담자와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이미 영성적으로 내담자와 연결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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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는데, 깊이 관계 맺고 연결된 내담자가 변화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큰 울림을 체험하는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며 참여자들

은 힘을 얻는다.

 우울이 심한 아가씨 내담자의 남자친구가“이렇게 해, 너는 이게 좋

아, 이렇게 해” 이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 내담자는 그거에 맞

춰서 움직이고, 그러다가 어느 회기에, 오열을 하면서“나는 사실 그 

때 갈치조림이 먹고 싶었단 말이에요.”라고 소리치는데, 자기 목소리

를 찾는 과정이잖아요. 거기서 내가 원하는 게 뭐였고, 그러다가 그 친

구가 변화가 있었어요. 우울한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고 생기가 

돌고, 그러다가 나중에 회사를 그만두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길을 찾아

갔어. 나중에 몇 년 후에 연락이 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자기가 좋은 

일을 찾아서 하고 있고, 그 때 상담의 경험을 자기 삶에 어떤 변화가 

이뤄지는 터닝이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 본다는 게 참 기쁘

고.(4겸손)

 내가 이 공부를 한 이유 자체가 상담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변화하는데 조금이라도 내가 기여되는 면이 있기를 바라는 거고, 하나

는 현실적인 필요에 의하면 내가 또 상담을 해야 학생들을 가르칠 때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나 자신이 힘든데도 해야 돼

서 하는 거면 괴로울 텐데, 그냥 그런 시간 자체가 나한테 엄청 기뻐

요.(4겸손)

 성폭행으로 괴로워서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던 이분이 다시 치마도 

입게 되고 스카프도 하고 목선도 드러내게 되고 자유롭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중략)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괜찮다” 말

씀을 하지만 어떻게 나와 함께 있었고 내가 괜찮은지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은 상담을 통해 다룰 수 있잖아요. 그건 상담에서만 할 수 있는, 

상담에서만 할 수 있는...? 상담에서만 할 수 있는! (표현이 적절한지 여

러 번 숙고하며 되 뇌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략) 그게 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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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애굽에 대한 영성이 아닐까 그런 과정들이(연 : 그런 상담을 하시면

서 선생님도 영성에 영향을 받으세요?) (큰 목소리로) 그렇죠. 그 사람

이 달라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 달라지잖아요. (중략)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거를 상담을 통해서 그 사람과 경험을 하면서 고통에 있던 그 깊

이 속에서 빠져나오는 거 까지 같이 경험하잖아요. 그 안에 성장이란 

것은 어마어마한 기적 같은 과정이 아닌가요?(2알아감)

 상담에서 제 삶의 의미를 찾는 거는 상담의 세계를 접하면서 계속 있

어 왔던 것 같아요. 상담의 세계에서 내담자 변화를 보면서 제 정서도 

기뻐지고 좋아지고 자신감도 생기고.(3고통)

 6살 차이 나는 여동생이 둘째를 저처럼 마흔이 넘어서 낳고 나서 저

한테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동생이 엄청 많이 힘들었어요. 아이들 

둘 키우고, 시어머님도 모시고 살고, 출퇴근 거리가 꽤 멀었거든요. 그

래서 내가 매일 상담을 하는데, (중략)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난국에 빠

져 있는 건데. 제가 상담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든지 동생을 구해야 되

니까 매일 집에 가서 상담을 해줬어요. 그래서 해줬는데 살아 난거에

요. 어려움 다 극복하고 잘 하게 된 거에요. 저도 감사한 거에요. 얘가 

언니 말을 잘 듣고 전화하면 다 이렇게 노력도 하고 받아들여주고(8감

사)

(3) 삶의 목표가 분명해 짐

참여자 8명의 참여자들 중에는 상담이라는 직업을 시작할 때, 사명으

로 받아들이며 시작하기도 하고 또는 자신의 적성에 잘 맞는 직업으로 

여겨져서 시작하기도 하고 또는 어쩌다가 삶의 기회들이 열려서 시작하

기도 하였다. 그러나, 저마다 상담에서 영성적 체험들로 인해 상담자로

서의 삶의 목표와 방향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재고하게 되고, 상담이라는 

직업에 더욱 애착을 갖게 된다. 참여자들은 상담을 통해 자신의 목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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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고히 하며 삶의 방향을 조율해 보게 되게 된다.

‘참여자 감사’는 운동선수인 내담자를 상담하며 강한 영성적 깨달

음을 갖게 되었고 그로 인해 상담자로서의 삶의 목표가 더욱 분명해졌다

고 한다. ‘참여자 소명’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문제를 일으킨 아이

들과 대화를 시도하지 않고 징계를 주는 것을 보며 상담이라는 학문에 

관심이 생긴 동기를 떠올리며, 자신의 상담자로서의 사명을 다시금 굳혔

다. 또한, 상담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상담의 사각지대에 놓인 선교사와 

그 가족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며 상담자로서의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

기도 한다. 이처럼, 참여자들은 내담자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자신의 영

성이 발달하는 경험을 한다.

 

 웬만한 부상의 경우는 연골이 찢어져도 그냥 특별한 스포츠 테이핑이 

있는데 그거를 감고 하는 거에요. (중략) 자기가 어떤 개인적인 명예보

다도 도대표 국가대표 이러면 책임 때문에 대표 선수로 출전을 할 때

는 책임감을 더 많이 느낀대요. 그런걸 보면서, 영성적으로는 와~! 이게 

운동선수들은 일찍이 자기의 목표를 세우고 잘할 수 있는 영역을 정해

서 열심히 사는 거잖아요. 부상당하고 아픈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그런 

거는 안타깝긴 하지만. (중략) 예수님 생각이 딱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에요. 구원을 하는 목표가 얼마나 뚜렷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사랑을 많이 하면 그 고통을 다 그렇게 짊어질 수 있었겠구나. 

이게 이해가 확 돼 버리는 거에요, 저도 제‘목표를 확실하게 해야 되

겠다’ 그런 생각들을 확실하게 하게 됐어요.(8감사)

 박사 졸업하고 첫 직장이 ○○○○○이었어요. 근무조건이나 이런 것

이 썩 잘 된, “쟤 취직 잘 됐어” 이렇게 평가될 수 있는 곳은 아니었

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보내셨다’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거기서 박사 후 첫 직장을 보내면서 아주 기꺼이 온 마음과 정

성을 다해서 근무를 했어요. ‘그래 내가 얘네들을 돕기 위해서 상담공

부 했었지!’ 이런 마음 가지고. 할 수 없이 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명

으로 생각하고 다른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길 기회를 얻지 못하더라도 

만족스럽게  여기서 이 일을 계속 하고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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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

 이 내담자를 보면서, ‘나에게 뭐가 중요하지?’ 더 중요한 걸 갖는다

는 게, 쭉정이는 버리고 정말 중요한 걸 가져가야 되고. 삶이 후반전이 

되면서 정말 전반전 때랑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쓸데없는 걸 버려야 

되겠다. 정말 중요한 걸 붙잡아야 되겠다. (중략) 제 내담자 중에 선교

사를 돕는 상담사역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선교 현

장에서 직접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교사들을 상담하려는 사

람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 파송의 개념으로. 상담자 교육이 제 

비전인 것 같고, 영성 있는 상담자, 중요한 걸 놓치지 않는 상담자를 

키워 내는 게 내 사명인 것 같아요. 여러 번 검토를 해봐도. 직접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상담자들을 키워내고 상담자들이 재충전이 필

요할 때 나한테 와서 채워가고 그런 일을 해야겠다.(6소명)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상담을 몰랐다면 내 삶이 어떻게 됐을

까?’는 항상 생각을 해요. 아마 쓰레기처럼 살지 않았을까? 저의 아빠

가 알코올 중독이셨는데 저도 되게 술을 잘 마셔요. 잘 마시는데 안 마

시죠. 제가 교회를 안 다니고 나와 있었을 때 술을 한번 먹었는데 먹어

도 끄떡하지 않는 거예요. (중략) 제가 아마 이쪽 세계로 오지 않았다

면 아버지와 같은 삶, 알코올 중독으로, 알코올 중독이 아니더라도 뭔

가에 빠져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라는 것은 거의 뭐 상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를 비하하고, 후회하고 지금처럼 살지 못했을 거예

요.(2알아감) 

‘변호사가 되면 어려운 사람들 입장에서 변호해 주고 이러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건 아주 어릴 때 입장이잖아요. (중략) 근데 상

담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법적인 변호는 아니지만 심리적인 변

호를 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게 어릴 때의 꿈이

기는 하지만, 저한테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꿈을 가져봤었겠죠. 그래서, 

어릴 때의 삶의 방향 그런 걸 이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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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었구요. 내담자들 만나면서. 그런 차원에서 삶의 의미도 되고. (중략) 

‘학교로 가겠다, 교수를 하겠다’ 이런 생각은 많지는 않았었어요. 그

냥 할 수 있으면 죽 상담을 하는 사람이면 좋겠다.(5몰입)

 부모님이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잘 들어주는 환경이 아니고 하다 보

니까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거에요. 그래서 수면제도 먹어

야 되고 공부도 집중도 안 되고 진로도 전공으로는 안 할 생각이고. 

(중략) 제가 볼 때는 아이가 굉장히 똑똑하고 얼굴도 예쁘고 가능성도 

엄청 많은 아인데. (중략) 그 사례를 보면서‘나는 어땠는가?’ 생각을 

해보고 지금도 나는 ‘내가 앞으로 미래에 원하는 모습이 뭐지?’이것

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게 뚜렷한가?’생각을 해보고. 제가 

원하는 목표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 것들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8

감사)

(4) ‘또 하나의 나’를 만나며 얻게 되는 지혜

참여자들은 상담을 하며 내담자의 모습 속에서 자신을 보면서 영성적 

체험을 한다. ‘참여자 감사’는 상담을 하며 “또 하나의 나”를 만나

게 되는데, 이것은 책이나 다른 것으로부터는 얻을 수 없는 상담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경험이기 때문에 상담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자신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참여자 소명’은 철저하게 내담자의 자리에 서서 고

민하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삶을 살게 되고 이를 통해 지혜를 얻게 되는 

것에 감사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참여자 소명’은 감사조건 세 가지 

중의 하나가 상담자가 된 것이다. ‘참여자 구함’은 학생들을 상담하

며, 학생들의 문제와 모습에서 자신의 문제도 보게 되고, 그것을 나누며 

상담 끝에 기도를 하기도 하는데, 그 기도가 학생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

지만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기 때문에 상담과 기도의 과정에서 힐링

이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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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은 또 하나의 나.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사람이긴 한데 또 하나의 

한 존재의 경험을 다 듣게 되니까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

을 깊이 있게 듣다보니까 ‘내가 그 사람이라면 그 환경이라면 아니면 

그 처지에 있다면 나는 또 어떻게 살까?’ 뭐 이런 것도 같이 생각을 

하게 돼서 지금의 나하고 그 처지에 있는 나하고 비교도 해가면서, 내

가 더 성장하게 되는 거 같아요.(8감사)

 친구가 계속 저를 관찰한 소감을 얘기를 하더라구요. “굉장히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고, 네 삶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별로 

후회가 없는 것 같고” 자기가 의사 결정하는 가치와 많이 다르다는 

걸 느꼈대요. “나는 기쁘다,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데 그건 아

마 내가 20여 년 간 상담 공부를 한 덕분일거야.” 라고 말했어요. 상

담 공부가 그런 거 자체를 철저하게 내담자의 자리에 서서‘이 내담자

가 바로 나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를 고민하는 과정이었거든

요. (중략)‘내가 그런 차원에 살았다면 난 어떻게 살았을까?’ 상상하

고 그랬던 게 내 삶을 좋게 만들어 준 것 같아요.(6소명)

 (연구자10): 소진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채워지고 기쁘시다구요?) 그런 

거 같아요. 이게 내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해서 그런가 봐. 애들하

고 같이 나누는 얘기가 나한테 하는 얘기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 때

가 꽤 있어요.(중략)‘너하고 컨텐츠는 다르지만 나도 비슷한 게 있단

다’ 이런 마음들. (중략) 마무리할 때 기도 할 때도 있는데 그때는 기

도하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애들을 위한 기도지만 저를 위한 기도이

기도 합니다’ 뭐 이런 마음도 들고 같이 힐링 하는 거죠.(1구함)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고민하면서 살아가면 굉장히 충만한 삶이고 

영성적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중략) 지금 저하

고 상담하면서 잘 하려고 노력도 하고 할 것도 있고 그런데, 부모님이 

10) 연구자의 발언은 이하 괄호 안의 ‘연’으로 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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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올라오라 그러니까 할 것들을 못하고 다시 올라가는 거에요. 이 학

생을 보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어요. 저도 이 학생이랑 상

황은 다르지만 이 학생의 경우는 부모가 하고 싶은 것들을 자꾸 뭐라

고 하는 건데 저는 혹시 다른 사람이 제가 뭐를 하려고 하는 거를 막

을 때는 없는가? 또는 제가 괜히 다른 사람 눈치를 본다던지, 다른 사

람을 의식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혹시 못하고 있는 거는 없는가, 이

것들을 점검을 하게 됐어요.(8감사)

5) 연결감

참여자는 내담자와 연결감을 느끼는 것이 깊이 있는 영성적 체험이라

고 말한다. 상담과정에서 연결감을 느끼며 상담을 할 때 힘을 얻는다. 

이러한 연결감에 대해서 참여자들은 “언어로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연

결감이란 “꽉 찬 느낌”과 “충만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상

태” 등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내담자에게 ‘대상’이 되어 

주며, 내담자들에게 고마움과 책임감을 느낀다. 

 1) 연결감은 충만함으로, 충만함은 에너지로

  “상담하는 것 힘들지 않나요?”, “남의 힘든 얘기 들으면 소진되지 

않나요?”. 상담자들이 많이 듣는 질문이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상담을 

하며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얻는다고 말한다. 연구에 참

여한 숙련상담자들은 내담자와 깊이 있는 만남, 즉 연결감을 느낄 때 힘

을 얻는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언어의 한계 때문에 연결감과 관련한 체

험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하며, 내담자와 연결됨을 느낄 

때 충만감이라고 밖에 표현 할 수 없는 꽉 찬 느낌을 영성적 체험이라고 

하였다. 참여자들은 앞에서 언급한 다른 영성적 체험과 달리, ‘연결

감’을 이야기하며, 스스로도 자신의 체험에 대하여 새롭게 인식하고 만

나며 반가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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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과 마음이 맞닿는 그렇게 연결되는 순간이 되게 힘을 주는 것 같

아요.(연: 선생님께도요?) 네. 힘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담하면 힘들지 않냐? 남 힘든 얘기 자꾸 들어주면 피곤하지 않냐? 

그러는데, 물론 그렇게 집중해서 하려고 하면 힘들기도 하고 피곤하기

도 한데, 더 큰 것은 그 사람의 깊은 진솔한 마음들을 만났을 때 . 그 

순간이 나와 그 사람이 연결되는 느낌이 들 때, 그게 굉장한 에너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에너지는 충만감인데? 꽉 찬 느낌이 들고 몸은 좀 

피곤할지언정 마음엔 되게 잔잔한 기쁨 같은 게 있고, 그게 사람과 사

람 사이에 있는 연결성에서 오는 힘인 것 같아요.(4겸손)

 예를 들면 뭐 좀 극단적인 예지만 저 사람이 성폭행경험을 가지고 (집

단에서)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하지만 그 경험에서 느꼈을 

느낌, 저 사람이 가졌을 감정, 그 몸짓에서 느껴지는 괴로움, 그 고통 

이런 걸 제가 똑같은 경험을 하진 않았지만 저에게도 느껴질 수 있잖

아요. 그런 요소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저도 물론 연결감을 가질 수 있

지 않나. 개인 상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연결감을 가질 수 있겠고. 

저는 충만함.(연: 어떤 충만함인가요?) 모르겠어요. 꽉 찬 느낌이 있어

요. 굉장히 충만함을 느껴요. 꽉 차 있는데 더 필요하지 않는 것. 그냥 

그 자체로.(5몰입)

 어떤 집단원이 자기 중학교 땐가 고등학교 땐가 무서웠던 선생님. 집

단 어떤 역동에서 집단원이 무섭게 느껴져서 그 집단원을 못 쳐다보고 

그랬어요. 자기의 어떤 선생님으로부터 무서웠던 경험 때문에 전이가 

일어난 거죠. (중략) 두 사람 정도 자원해서 나와서 그걸 대신해서 얘

기해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쪼금씩 진행하면서 눈을 쳐다보고, 온 

집단원들이 나와서 힘을 실어주고 그런 순간들이.(참여자와 연구자 둘 

다 눈시울이 붉어짐) 이 사람이 애쓰는 거잖아요, 그 순간 모두가 힘을 

합쳐서. 변화의 순간이죠.(4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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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산삼을 구워 잡솼습니까?”집단원들이 저보고 이런 얘기를 

해요.(연구자, 참여자: 웃음) (중략) 집단하고 나면 웃기도 하고 집에 가

서도 웃어요. (연: 네. 깔깔대고 웃으신다는 게 아니라?) 깔깔대고! 깔깔

대고 웃기도 하고 그냥 미소 짓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 제가 크게 

힘이 빠졌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중략) 엉켜져있던 이 사람의 삶들이 

펴지는 걸 보니까 내가 힘이 나는가 봐요. 왜 신기하고 놀랍냐? 엉켜졌

던 이 사람들의 삶이 펴지니까! 저는 그렇게 크게 애쓰지 않았는데. (중

략) 인제 생각났다 알아가서 신기하고 놀라운 거 같아요. (중략) 그 사

람을 믿는데 그 믿음이 나에 대한 믿음이고 상대에 대한 믿음인거 같

아요. 같이 서로 믿고 가는 거죠.(2알아감)

 집단상담 진행 할 때도 연결됨이 느껴져요. (중략) 이야기를 하는 그 

과정 안에서는 깊이 연결 돼 있는 거죠. 그 정서적인 부분 근데 융합은 

아닌. 연결 돼 있어서 함께 나누는 거죠. 이 에너지들을. (중략) 나와 

한 집단원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같이 있는 집단원들도 동시적으로 

“신기하고 놀랍고 힘을 얻었다”는 얘기를 해요.(2알아감)

 (2) ‘대상 됨’에 대한 고마움과 책임감

내담자에게 좋은 대상이 되어 주는 것을 참여자들은 상담관계에서 영

성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상담자와 내담자가 연결이 된다는 것

은, 내담자에게 상담자가 중요한 대상이 되었다는 것으로도 확인이 된

다. 내담자가 상담자를 중요한 대상으로 여기는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와 

성장은 상담자에게도 더욱 특별한 것이 되기에, 더불어 책임감을 느끼기

도 한다.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된다’ 그런 건 되게 고마운 일인 것 같

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부부싸움을 딱 하려는 순간에 상

담자가 딱 떠오르는 거야. “상담선생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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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가 이 내담자들의 삶에 중요한 대상으로 자리 잡는 거잖아요. 그

런 속에서 선생님이 어떤 부분에서 “그래도 괜찮아”라고 하는 게 내

면화 된다던지 (중략) 그런 대상이 되 있다는 것을 들을 때, 굉장히 찡

한 순간인 것 같아요. 고맙고 찡한 순간. 내담자가 상담자를 믿고, 같이 

관계를 맺으면서 힘든 자기를 돌아보며 삶을 탐색하는 과정을 같이 해 

나가는데 나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 준 거니까.(4겸손)

 제가 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한테 이런 대상으로 

있어준다는 게 더 필요 할 때도 있구나 하는 내담자들이 가끔 있어요. 

(중략)‘이 친구가 기억하고 오는 구나’. 얘한테는 내가 다시 찾아오

고 싶은 같이 있어주는 사람이었지 않나 싶은데, 그렇게 내가 기능할 

수도 있구나. 아~ 이렇게 상담자라는 게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이런 것 

뿐 만 아니고 한 대상으로 있어 줄 수도 있구나. (중략) 해주고 싶고 

열심히 상담은 하는데 해 줄 것도 없고 한 것도 없는 것 같다. 그런데, 

고맙다고 인사하러 오고 그러는 거 보면, 어떤 책임감. (중략) 자식을 

어디다 보내놓고 멀리서 이렇게 음 잘 살고 있지... 이렇게 보는 느낌 

있죠?(5몰입)

 그 분이 남편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은 분이셨는데, 남편하고 조차 말

할 수 없었던 그런 모든 걸 이야기 할 수 있으면서 “선생님이 너무 

따뜻하게 하지도 않으면서 일정 거리에서 담담하게 자기 말을 받아주

고 이해해 주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걸 표현 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아~! 상담에서 관계자체가 의

미를 주고 그걸 통해서 이 분이 이렇게 변화해 가는 구나.’(중략) 그

런 것들이 되게 내가 상담자가 된 거가 항상 감사하게 되는 일인 것 

같애요.(4겸손)

 때로는 그 가족도 모를 그 어떤 사람의 깊이. 그러한 깊은 만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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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에 인간과 인간의 만남이기도 하고, 그러한 역사를 알게 되는 체험? 

어떤 고통? 복잡함? 뭐 신비? 삶의 의미? 존재 의미? 이런 것들을 만난

다는 것은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거죠. 상담사라는게. 

아주 특별한. 삶의 가장 깊은 진실과 마주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 

직업. 정말 성스러운 자리에요. 성스럽게 안 보면 큰일 나지, 두려운 자

리지요. 그런 고백을 듣고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거에 걸 맞는 뭘 

해야만 되잖아요. 그들은 영혼을 다 까발리며 보여주는데, 내가 그냥 

뭐 가벼운 토크를 하는 자리는 아니니까요. 내가 아주 민감하고 경건하

고 진지하고 지혜롭게 통찰력 있게, 내가 갖고 있는 온갖 덕목을 다 동

원해야만 되는거죠. 그러나, 자연스럽게. 어쨌든 굉장히 특별한 자리에

요.(7초월) 

6) 나를 잊은 상태

참여자들은 스스로를 잊고 내담자의 이야기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던 상담을 영성적 체험을 하는 중요한 장면으로 꼽는다. 참여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내담자의 이야기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던 경험을 특별하

게 생각한다. 이런 이유로 참여자들은 내담자에게 집중하기 위하여 상담

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는 작업을 전략적으로 하기

도 한다.

하이데거(1927)에 따르면, ‘스스로를 망각’하는 것은 ‘적합하게 존

재’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스스로를 망각’해 버린다는 것은 고유하

고 적극적인 탈자적 양태 인데, 가장 고유한 것에 직면해서 거기로부터 

탈출하는 것이고, 고유의 ‘존재’에 관계하는 것이다. 즉, 연구에 참여

한 상담자들이 나를 잊은 상태가 되어 스스로를 망각하는 것은 하이데거

가 말한 거기인 자신의 잡념에서 벗어나서 가장 고유한 내담자 또는 내

담자와의 상담이라는 존재와 관계하고 있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자신을 

망각하고 상담에 임할 때, 내담자와 상담이 더 생생하게 됨을 알게 되기 

때문에, 자신을 망각하는 몰입의 상태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한다고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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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지극한 몰입의 결과로 내담자와 하나가 되는 영성적 체험을 

한다.

(1) 나를 잊으면 더 생생함

 

‘참여자 감사’는 내담자가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몰입된 채로 

2시간이 넘게 상담을 진행했던 경험을 특별하게 생각한다. 또한, ‘참여

자 감사’에게 영성이란, 목표를 분명히 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

인데, 몰입할 수 있는 상담이 되도록 준비 하는 것이 자신의 목표를 충

실히 하는 것과 관련된다.

 상담은 9시에 시작하고, 어떤 분과 10시에 약속이 있었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서까지 이 학생한테 몰입이 되가지고 너무나 중요한 순

간이어 가지고. 그래서 막 나중에 그분에게 사과를 하긴 했는데, 그 정

도로 막 몰입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중요한 순간도 있더라고요 

학생상담 하다보면. (중략) 이 학생이 본인도 무척 심각한 일이었고 그

래서 저도 몰입을 했고 그때 11시 반인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끝나고 나서 “아까 참 교수님 열시에 가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

요?” “괜찮아” 그런 적 있어요. 그랬는데 이 학생을 상담 하면서 더 

확실해진 거 같아요. 무엇이 중요한지? 때로는 고통을 받거나 부서질 

학생이 이렇게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목표를 향해서 그렇게 매진하는 

거. 또 예수님이 자신이 그렇게 많은 고통과 비난과 모욕을 받으면서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을 감내하고 꿋꿋이 십자가 지

는 것처럼, 저도 제가 때로는 힘든 상황들이 있어도 그냥 힘들지 않게 

느껴지는 거?(8감사)

 ‘참여자 몰입’은 엄마를 그리워하는 내담자의 이야기에 몰입되어 있

었기에 지금도 떠올리면 먹먹함을 경험하고 연구 인터뷰 중에도 목이 메

일 정도로, 몰입되어 상담했던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다.

 영성으로써의 상담 경험을 이야기 한다면 이런 상태를 그런 경험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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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각하는데, 내가 내담자의 이야기에 완전히 몰입이 되어서 나와 

내담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몰입되어 있는 상태. (중략) 

예를 들면, 장애를 가진 학생이 자기 장애에 대한 안타까움, 슬픔 이런 

걸 표현 할 때 제가 몰입 되어 있었던 때라든지, 아니면 내담자의 엄마

가 살기 싫어서 도망 나갔는데, 그러고 연락이 끊긴 건데, 그...... (살짝 

목이 메이며)“엄마가 보고 싶다”표현을 할 때, 제가 들어가서 같이 

있던 장면이라든지 지금은 그렇게 기억이 되요. 요새도 내담자가 푹 잠

겨서 이야기할 때 제가 그냥 다른 뭔가를 하려고 하지도 않고, 딴 생각

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담자가 이야기하는 상태에 같이, 나를 잊는 상

태. 그냥 그 상태에서 같이 있는 거 그게 같이 영성을. 근데 이건 주관

적인 거잖아요, 내담자들이 그렇게 느낄 진 또 모르겠어요. ‘그 때 선

생님이 나랑 같이 이런 느낌으로 있었다.’ 이럴지는 모르겠어요.(5몰

입)

‘참여자 겸손’은 자신을 잊을 정도로 내담자의 이야기에 몰입된 결과

로, “머릿속에 그 내담자만을 위한 길이 난다”는 특별한 표현을 한다.  

 내담자 문제를 분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경험에 대해 이야

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순간에 경험을 하는 것. 마주하면서 얘기하는 

것.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마음이 오가는 것. 그 순간에 진짜 몰입이 

되는 것 같아요. 마치 은유적으로 설명하면 내담자 한명에 따라 내 안

에 그 사람을 위한 길이 나는 느낌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 갑자기 

이야기하라면 잘 몰라. 돌아서면 잊어버리니깐. 그런데 그 사람을 다시 

만나는 순간 그 길이 다시 이렇게 되면서 쫙 떠올라. 그 한사람을 위한 

길이 내 머리로 하나씩 하나씩 나는 느낌? (중략) 그건 내가 인지적으

로 기억력이 좋아서 이 사람을 기억해야지 해서 난 게 아니고 이 순간

을 함께 하면 그런 정서적인 집중이나 서로의 마음에 대한 집중 이걸 

통해서 생겨난 뭐인 거 같거든요?(4겸손)



- 99 -

(2) 몰입을 위해 노력함

상담에서 몰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한 참여자들은 상담에 

온전히 몰입하기 위해 저마다의 노력을 한다. 마음 챙김을 통해 자신의 

내면의 복잡한 생각을 비워내기도 하고, 꾸준한 참선을 통해 몰입을 위

한 훈련을 하기도 한다. 또 다른 어떤 약속보다 내담자와의 약속을 중요

하게 생각하고 상담시간 앞뒤로는 다른 일정을 잡지 않는 노력을 기울인

다. 몰입을 하는 것도 상담에서 중요한 영성적 체험이지만, 몰입을 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것 역시 상담자의 영성 발달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다.

 영성, 상담자로 그게 마음챙김일 수도 있는데, 내 자신에 좀 깊이 머

무는 것. 내 마음 안에, 그래서 내 맘이 좀 채워지는 것. 그게 내담자하

고 상담에서 되게 필요한 순간인 것 같은데.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잖

아요. 정신없이 있다가 그런 채로 만나는 게 아니고, 순간순간 내가 조

금 잠깐씩 머물면서 내 안에 복잡한 것들을 들여다보고, 마음을 가라앉

히고 내담자한테 집중하려고 하고 이런 거. 그런 것도 영성의 과정 아

닐까.(4겸손)

 참선은 굉장히 몰입을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명상에 따

라서 그게 마인드풀니스처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걸 보든지 아니면 화

두선처럼 하나에 집중하게 하던지 그래서 굉장한 몰입을 강조하고 그

걸 훈련을 시키는 거고 근데 그렇게 훈련이 돼서 그런 경험을 할 때, 

그런 의미들을 발견해 내는 것들이 더 뭐라 그러나요? 더 수월해진다

고 그러나요? 참선을 하기 전에는 잡념도 많고, 신경 쓰는 것도 많고 

걱정 이런 것들도 많고 그랬는데. 어떤 잡념이나 걱정이나 불안 이런 

것들을 참선하면서 잦아드는 경험이 있어요, 줄어드는 경험. 줄어들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되냐 하면 자꾸 눈앞에 있는 거에 집중

하게 되는. 아까 말씀 드린 내담자하고의 경험들도 많이 늘어가는 게, 

상담 중에 상담자도 잡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집중이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걸 걷어내고 집중이 되어 있고 몰입이 되어 있으면 안 보이

던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5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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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자신이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자기 할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까지 그런 것들을 다 감내하고 그러듯이 (중

략) 학생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

고 또 상담하면서 그렇다면 또 나는 그런 것들을 잘 해야 되는데 나는 

잘하고 있나 이걸 생각을 하면서, 상담도 학생들이 도움이 필요로 해서 

오는데 저도 미리 좀 준비하고 이 학생이 왔을 때 그 시간에 정말 도

움이 되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마음의 준비라던지. 지난 상담에

서 했던 거 보면서 이번에는 어떻게 진행을 할까 뭘 할까 이런 준비를 

하고 기다렸다가 하고.(8감사) 

 학생하고 상담약속을 해놓으면 앞뒤로 시간을 비워놔요 앞뒤로. 제가 

요즘은 엄청 바쁘기는 한데 그래도 상담약속을 할 때, 선생님하고 한 

오늘 인터뷰 약속 같은 경우는 양해를 구하면 얼마든지 취소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상담하러 오는 학생들이 엄청 지금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한 상태고 조금 상황이 그러니까 얘네 한테 조금 

더 많이 신경을 더 많이 쓰는 거에요.(8감사)

(3) 하나 됨을 경험

참여자들은 내담자와 하나 되는 순간을 통해 영성을 체험한다고 여긴

다. 참여자들의 입에서 ‘하나 됨’이라는 언어는 1회 차 면담에서는 들

을 수 없었고 2회 차 면담 중에서도 면담이 한 시간 삼십분 이상 지나고

서야 나왔다. 다시 말해, 상담자와 내담자가 하나 되는 경험은 연구자의 

질문과 더불어 참여자가 깊게 자신의 경험과 의식을 파고들었을 때야 비

로소 체험된 언어였다. ‘참여자 겸손’과 ‘참여자 알아감’이 자신의 

입에서 ‘하나가 된 것 같았다’,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을 뱉을 때, 

두 참여자 모두 큰 숨을 내쉬며 얼굴이 펴지며 몸을 뒤로 젖히는 것을 

연구자는 보았다. 당시 참여자들의 표정과 몸짓은 그 체험을 선명하게 

알아채고 ‘하나 됨’이라는 언어를 만난 것에 대한 반가움에서 나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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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연결감이 지극히 깊어진 상태에서 참여자들은 하나 됨을 체험하

게 되는데, 참여자들이 하나 됨을 체험하며 느낀 신비로움과 반가움이 

아래 글에 그대로 표현되었다.

 내가 내담자의 삶에 몰입하면서 그 사람의 삶을 이렇게 이해하게 되

는 순간. 내가 나로써 존재하는 것만 아니고 내담자와의 경계가 흐려지

는 순간 같은데. 그래서 신비롭다고 느낀 것 같아요. 그 순간에는 ‘너

는 너. 너 그런 삶을 살았구나.’ 이런 게 아닌 것 같고 그냥 내가 여

기서 보면서 너 그렇게 사느라 애썼다 이런 거를 넘어서는. 약간 하나

가 되는 듯한 느낌과 가깝게 가는 것 같아요.(4겸손)

 아무튼 그때는 내담자와 나는 떨어져있지만 그 얘기하는 과정에서 (내

담자와 내가) 같은 거에요. 이게 참 말이 설명하기 어려운데 분리는 분

리인데 그 시간에 같이 얘기하고 있는 그 순간에 순간적인 교감이 이

루어지면서 되게 동시적으로 이것들이 와요. 그걸 제가 뭐라고 표현을 

못하는데.(2알아감)

 이 분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다 토해 낸 거에요. 다 토해내고 밥을 못 

먹고 힘든데, 남편이 도박 때문에, 또 하나는 주식으로 여러 번 경제적

인 어려움들을 갖게 되었을 때, 본인이 해도 해도 안 되고 너무 괴로웠

던 그런 내담자였는데. 상담을 받을 때 상담자가 어머니처럼 언니처럼 

따뜻한데. 그 뱃속을 오장육부 창자가 다 엉켜져있는데“내 오장육부 

창자를 만져주는 느낌이었다.” 그 말을 듣고 그때 제 안에서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 순간에 내가 이 사람과 하나가 된 거에요. 그러지 않고

야 내가 오장육부에 들어갔다는 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중략) 내가 

‘오장육부에 들어가야지’ 하고 들어간 게 아닌데 내담자가 그 얘기

를 하는 순간 동시에 나도 내가 그 정도로 그 사람 안에 들어갔구나. 

알아차리면서 그 순간에 나도 가슴이 뛰는 거죠. 그 순간이 찰나잖아

요. 찰나인데 동일하게 연결 돼 있는 거죠 깊게. 내가 이미 들어간 것

을 나는 모르는 거죠. 그냥 하던 대로 했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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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면 그 순간 나는 그 아주 순간의 찰나였지만. 그런 것이 그 사람

을 알아가고 있고 알아가고 있는 나도 ‘아 내가 그랬구나’를 알아가

고 있는 그게 영성이 아닌가?  하나 라는 게 순간의 찰나가.(2알아감)

 내담자가 자기 마음속에 상담자가 들어와 있대요. “내 마음속에 들어

와서 나를 본거 같다.” 그걸 무슨 표현을 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

요. “괜찮아” 이렇게 굉장히 따뜻하게 자기 마음에 들어와서 동시에 

같이 하나가 된 듯한 느낌을 받았대요 . 뭐라고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데 굉장히 특이한 경험이래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때도 제가 가

슴이 뛰었어요. 저도 좀 약간 울컥하더라고요. (중략) (연: 왜 울컥하셨

어요?) 내담자 안에 들어갔다는 하나가 됐다는 그런 걸 얘기를 들을 때 

‘내가 진심으로 이 사람 마음의 고통을 느꼈구나’ 알게 되니까. 내담

자의 고통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내 온몸을 있는 대로 그냥 받았

다. 그런 나 자신에 대한 놀라움. (중략) 그냥 신기하고 놀라운 거에요. 

이런 것은 뭐라고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거에요. 찰나적인 거. 아주 

순간의 찰나에요.(2알아감)

7) 한계를 만나 수용과 회복으로

본 구성요소에서 드러내는 참여자들의 체험은 앞의 체험과 달리 참여

자들의 갈등과 고통을 담고 있다. 따라서, 본 구성요소가 참여자들의 체

험 중 가장 농도가 높으며 묵직한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다. 연구에 참

여한 숙련상담자들은 상담과정에서 여러 “한계”를 만난다. 한계를 만

날 때 상담자들은 자신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하여도 어찌할 수 

없는 순간들을 맞닥뜨리게 되고, 이때 참여자들은 “깨어짐”을 통해서 

자신을 초월해야만 한다고 한다. 이러한 깨어짐은 수많은 갈등과 절망을 

통해서 체험되기 때문에 고통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이러한 깨어짐 뒤에야 비로소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자신과 타인을 수

용 할 수 있게 되고 초월적 존재를 더 의지하기도 하며, 이를 통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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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자신을 비롯하여 내담자와 주변 관계에서 회복이 일어남을 체험했다

고 말한다. 이러한 체험의 구조는 ‘한계를 만나 수용과 회복으로’ 나

아가는 영성의 발달이 이루어지는 체험으로 나타난다.

(1) 모호함을 견디기

 

나무는 겨울이 되면 마른가지 뿐인 앙상한 모습이지만 참여자들은 겨

울나무가 겉으로 보여주는 마른 가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봄이 되어 나

무가 땅 속의 물을 끌어올려 새 잎을 낸 상태의 모습을 본다. 참여자들

이 내담자의 모호한 상태를 견딜 수 있는 것은 때가 무르익어야지만 가

능한 일이 있다는 것을 상담을 통해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이데거

(1927)는 시간은 존재자가 아니기 때문에, 존재자처럼 ‘있다’고 할 수

가 없고 시간 스스로 무르익는다는 ‘시숙(時熟)’의 개념을 이야기한다.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않았으나 ‘때 익음’11)의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

기에 상담자는 버틸 수 있는 것이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문제를 보며 상담자 자신의 삶에 있는 결핍이나 

삶이 안 풀렸던 경험까지도 필요했던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간다. 이것

은, 상담자로 하여금 내 중심이 아니라 신 중심, 타인 중심으로 보는 훈

련이 되기도 한다.

 내 한계와 계속해서 내 한계에 대한 부딪힘. 무력해지는 순간에 대한 

거기에 견디고 머물 수 있는 것. 이런 과정이 내가 상담자로서 내담자

를 만날 때, 그 과정에서 모호한 거라든지 아니면 금방금방 해결책을 

주는 과정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순간에 버텨낼 수 있는 

거? 이런 과정하고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4겸손)

11) 소광희(2003) 가 ‘시숙’을 우리말로 ‘때 익음’이라고 표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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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담자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모든 것이 때가 차야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좋은 상담을 해도 모든 것이 협력해서 되는 거지, 하나의 

변인만으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때가 차야지, 내가 아무리 물을 

줘도 가을이 돼야지 코스모스가 피는 것처럼. 저는 가끔 이런 비유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씨를 뿌리는 단계에서 내가 

그 내담자를 만났다면 성과를 볼 수가 없다. 성과를 봤다면 내가 운 좋

게 추수할 때에 내가 그 내담자를 만난 덕분에 그 내담자를 만난 거다. 

이렇게 얘길 하거든요. 상담자는 바로 성과를 보지 못하더라도, 모호함

을 견디는 것, 때로는 지금 그냥 버티는 것이 필요해요. 겨울나무처럼. 

(6소명)

 상담을 하러 온다는 거는 지금 현재 뭔가 딜레마가 있고, 나랑 같이 

해결책을 찾자 이런 희망도 있고. 또 거기서 같이 할 작업이 있는 게 

나도 기대가 되고. 그런데, 이게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

에는 ‘이 사람이 자살하지 않을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혼하지 

않으려고 자살하지 않을까?’ 제가 그런 위기감도 느낀 적이 있어요.(3

고통)

 육십 넘으신 사업가분 상담을 했었는데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

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대기업을 다니면서 적응을 하기 어려워서 힘든 

내색을 하거나 그러면 돈을 주는 방식으로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돈을 받는다고 해서 정서적 결핍감이 해

소되지 않죠. 아버지 내담자에게 아들이 무리한 요구를 할 때 돈으로 

해결해 주려고 하기 보다는 아들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 안 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버텨주기가 필요하다고 말해주었어요. 그분한테 내린 처

방처럼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안 들어주시고 때로는 좌절되고 그

러는 것들이 그걸 통해서 내가 더 강해지고, 하나님이 내 소원을 안 들

어 주시는 것도 사랑이다 그런 걸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어요.(6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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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찌할 수 없는 내담자의 큰 고통 속에 함께 ‘뒹굴기’

 

참여자들은 내담자와 연결감을 느끼거나 영적인 성장을 함께 하는 등

의 경이롭거나 감사가 동반되는 영성적 체험을 한다. 그러나, 참여자들

은 내담자가 겪는 큰 고통을 만났을 때, 무력감과 함께 어찌할 수 없는 

고통을 체험한다고 한다. 내담자의 학대 경험, 성폭력을 당한 경험, 온전

치 못한 결혼생활을 보며,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것 역시 고통인데, 그 

고통을 만났을 때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고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해야만 

하며 때로는 신을 향한 원망 속에 같이 “뒹굴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몸부림을 친다는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결이 안 될 

때, 그럼에도 그것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생각이 절실하기 때문에 하게 

된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도 해결되지 않는 

내담자의 고통을 만날 때 뒹굴며 몸부림치게 된다. 

키에르케고르의 사상에 따르면 참여자들이 겪는 고통과 몸부림은 중

한 것이고 인간을 더욱 인간답게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키에르케고르는 

그의 저서 「죽음에 이르는 병」(1849)에서 말하길 “영원히 울어도 다 

울 수 없다”고 한다. 그 이유는 비참이 현존하기 때문인데, 이 비참은 

사람들이 인간의 고뇌나 비참에 대한 중함을 알지 못한 채, 인생의 기쁨

이나 걱정에 마음을 빼앗긴 상태이다. 그는 인간이 겪는 고뇌와 비참은 

모든 사상 가운데 가장 축복 받은 사상이며, 오히려 고뇌와 비참이 축복

임을 알지 못하고 헛된 나날을 보내는 것이 비참하다고 말한다. 그의 사

상에 언급된 고뇌의 의미와 연구의 참여자들이 체험하는 ‘뒹굴 수밖에 

없는 고뇌’를 비교해 보면, 참여자들의 뒹굴 수밖에 없는 고통은 중요

하고 귀한 것으로 여겨진다.

‘아~ 저러고 어떻게 살까?’싶을 정도로. 그 남편을 제가 못 봤지만은 

아내가 너무나 힘든 거에요. 남편이 너무 위선적이고 내담자가 너무 힘

들어하는 거에요. 오히려 제가 그것 때문에 기도도 하게 되고‘어떻게 

이렇게 살도록 하십니까?’. 그 정도면 이혼해야 되는데 생각이 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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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남편이 안 바뀌는 거에요. 제가 상담을 잘 못하는 거죠 무능하게. 

상담을 잘 하면 사실은 내담자가 마음속에 가족을 데리고 오니까 한 

사람만 해도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제가 상담을 그렇게 못하니까 

제가 내담자를 만나도 남편한테 변화가 없고. 이 내담자가 상담을 굉장

히 좋아해요. 너무 힘들다 그래서 계속 하는데, 물론 은혜로 상담한다

고 생각하지만 제가 너무 해주는 게 없다는 느낌도 들고. 근데 어쨌든 

제가 힘이 드니까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 사례에 저는 하는 게 

없는데, 그 사례를 통해서 굉장히 하나님을 많이 원망도 하고 영성에 

대해 많이 생각해 봤고, 고민해 봤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3고

통)

 내담자가 장애가 있는데 그런 한계 때문에 자기 삶에서 어느 이상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부분은 상담자가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순간도 무기력함을 느끼는 것 

같아. 내담자가 겪는 고통을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성질이 아닐 때는 

그냥 내가 인식하고 그 자체를 그냥 있는 거 내담자가 삶의 현실에서 

뒹군다고 해야 하나? 그 과정 속에 같이 뒹굴기도 하고, 나가는 길을 

기다리면서 같이 버텨주는 거.(4겸손)

 위기 학생이에요. 군대에서 구타를 많이 당하고 우리 대학에 왔다가 

다시 원하는 과나 대학에 가려고 재수를 했던 학생인데 재수 학원에서

도 구타가 있다네요? (중략) 자꾸 자살얘기를 해요 (중략)‘이런 아이를 

어떻게 살릴까?’이게 지금 과제에요. (중략) 나는 영성을 중요시 여기

는 사람으로서, ‘나는 뭐가 다를까? 어떻게 다시 스피릿을 살려서 생

기를 찾게 해줄까?’인데. 식물로 말하자면 시들시들 해져버린 거예요. 

적절한 옥토에 심긴 게 아니라 부모가 여러 가지 독을 준거죠 말하자

면. (중략) 괴로워요 괴로운데. (중략) 제가 자문을 구해서 어떻게 도와

주면 좋을까 생각을 자꾸 하고.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

각을 해요. 떠오르진 않았지만, 뭘 해야 될지는 해결 방안은 생각 안 

났지만. 그런 거 생각하느라고 지금 괴로운 거 같아요.(8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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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한테 고통 받은 경험들이 많죠. 예를 들면 여성 내담자들 같은 경

우에는 성추행, 성폭력 이런 경험 같은 거. 그리고 맞거나 학대 받는 

것. 그런 건 상담자에게도 감정적으로 큰 임팩트가 오잖아요. 그런 건 

듣고 나도 참 씁쓸하기도 하고 여운이 오래 가는데, 사람의 고통의 깊

이 이런 걸 간접체험 하는 거잖아요.(5몰입) 

(3) 깨어짐

참여자들은 고통을 만날 때 나를 넘어서서 확장되는 영성적 체험을 

한다. 연구에 참여한 숙련상담자들은 나를 넘어서며 깨지는 경험을 통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참여자들은 상담에서 내담

자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기쁨과 감사의 정서를 느끼고, 동시에 참여

자 자신의 존재 이유와 보람을 느낀다. 그러나 예기치 않게 고통과 조우

하게 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고통과의 만남은 상담이나 상담자 자신에 

대한 한계를 경험하게 하고, 자신에게 없는 모습을 개발하도록 한다. 연

구에 참여한 숙련상담자들은 이렇게 한계를 느끼고 변화의 시점을 맞이

하여 그 동안 자신이 하지 않았던 새로운 경험으로 유도되고 그 과정에

서 자신이 오랫동안 지녀왔던 종교관이나 인생관을 수정해야 하는 갈등

의 시간을 겪기도 한다. ‘참여자 겸손’은 상담자의 변화에 대해 말하

기를, 상담자가 변하기도 하고 변화해야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변화가 

‘고통이자 축복’이라고 한다. 

 상담에 처음 온 내담자가 오자마자 나를 옆으로 째려보는 아내였는데, 

남편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첫 상담이라 “어떤 도움 받길 원하시느

냐?” 물어봤는데 그분이 “나한테 해줄 얘기가 그거밖에 없냐!”고 공

격적으로 그러시는 거에요. 당황해서 어떻게 마무리를 했는지 몰라요. 

다시는 안 오실 것 같았는데. 나중에 그 분이 센터로 전화를 해서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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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꿔달라고 해서 나한테 “남편이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하소연을 

했던 거에요. 그런 이야기는 전화로 하긴 어렵고 상담하러 오시라고 했

는데. 그랬다고! “오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냐고!” 나중에는 나도 화

가 나서 “계속 이렇게 하시면 나도 해드릴 게 없다” 하며 안 좋게 

끝났어요. (중략) 때로는 어떤 내담자는 많이 불안해하거나, 명확한 걸 

좋아하거나 이런 내담자들한테는 상담자가 처음에 그런 부분들은 명확

하게 제시해주거나 꽉 잡는 부분이 필요한데 나한테는 그런 부분이 개

발되어야 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내 타고난 모습이나 성향이나 내

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나 이런 것들하고 잘 안 맞기 때문에 내담

자의 모양에 따라 바뀔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성경

에 사도바울이 빈 할 줄도 알고 부 할 줄도 알고 이럴 때 이런 모양새

로 저럴 때 저런 모양새로 할 수 있듯이 상담자는 내담자의 필요에 따

라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자 

하는 갈등이 있어요.(4겸손)

 당시에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와서, 그 애가 가출을 한 달인가 해서 학

교에서 보낸 아이였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상담을 했어요. (중략) 복지

사 하나가 걔를 예뻐해가지고 옥상에 풍선이랑 해서 파티를 해줬어요. 

그날 걔가 저한테도 감사하다고 울면서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다고 했

거든요. 근데, 지갑이 없어진 거에요. 걔를 불러서 얘기를 했는데, 한참 

만에 돈을 내놨는데, 지갑 안에 있던 돈 4만원은 빼서 자기 주머니에 

넣고, 빈 지갑은 화장실에 버렸는데 이미 청소를 한 거에요. 거기 자동

차 열쇠, 집 열쇠 다 있었는데. 학교 잘 다니고 졸업도 하고 학교 가고 

그러길 바랬는데, “너 이거 뭐 할려고 그랬냐?”고 했더니 짜장면 시

켜먹으려고 그랬대요. 그 후에 계속 운전면허증 갱신하러 가면서, 키 

맞추면서 종일 바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하러 다니는 와중

에, 내담자가 이걸 훔쳐갔다는 게, 내가 상담도 못하고 자극도 안 되고 

엄청나게 좌절하고 그랬는데.(3고통) 

 성폭력의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인데 아주 복잡했어요. 그럴 때는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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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이 늘 절망하고 늘 좀 무기력하고 공허하고, 조금 나아졌나 하

면 가라앉고 반복하니까, ‘어떻게 도와야 되나?’ 내가 공부 안하면 

안 되는 거죠. 더 강력한 방법? 좋은 방법? 또 떠오르는 것은 어떤 내

담자가 3일 집단 했는데 마지막 시간에 나한테 상처받았다 그러는 거

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내가 뭘 잘못했나? 뭘 놓쳤나?’ 그거를 돌

아보는 거지. 그래서 그 분은 환불을 해줬어요.(7초월) 

 어떤 한 집단원이 자기하고는 이 집단이 안 맞는대요. (중략) 늘 생각

하지. 내가 뭘 좀 더 했어야 되었을까? 뭘 다르게 했어야 되었을까를 

생각을 하지. 그런 점에서 나한테 계속 내담자라는 존재는 언제나 영향

을 주지요. 또 borderline 성향에 있는 사람들이 오면 아주 어렵잖아요. 

그러면 늘 내 한계를 만나고. 그 이야기는 내가 더 상담자로서 인간으

로서 성숙해야 한다는 걸 의미하니까. 기술적 측면으로 더 학습해야 되

는 것도 있고.(7초월)

 중학교 때 왕따 경험을 하고 3년 동안 집 밖을 안 나가고 두문불출 

했던 내담자가 왔었는데 상담을 오기 까지 한 달이 걸렸어요. 약속을 

잡아놓고 미루고 해서. (중략) 상담 하면서 조금씩 바깥 활동도 하기 

시작하고 약간 좋아졌어요. 좋아지기 시작할 때 엄마가 욕심이 생기셨

어요. (중략) 그런 과정에서 애는 서서히 나아지고 있고, 이건 시간이 

필요한데 엄마가 EMDR을 어디서 듣고 오셨어요. EMDR 이야기를 했는

데 내가 맘이 상한 거죠. 내가 마음 상하는 걸 견디면서 엄마한테 무능

력한 상담자로 보이더라도 견디면서,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지금 

잘 하고 있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했으면 되는데 내

가 기분이 상하면서 “어머니 원하시면 가시라”고 했어요. 그런 순간

이 내가 외부로부터 상담자로서 평가받는 그런 지점이잖아요. 그런 순

간에 내가 견뎌내야 하는데 팩 할 때가 있는 거죠.(4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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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레마를 주는 상담은 계속 나를 돌아보게 하기도 하거든요. 자꾸 이

렇게 자기 한계를 벗어나서 자기를 한 단계 높아지게 하고, 하지 않았

던 경험 쪽으로 유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성이나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다보면 자기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 간접경험을 통해서 초월하게 되

니까 그것이 내 생활에도 반영이 돼서 조금 더 이제 이해도 하고, 그러

고 마음도 더 편해지고. 나를 자꾸만 ‘이거 밖에 안 될까?’그러고 하

는데, 조금 더‘내가 실수할 수 있지.’수용도 하고 이런 것도. 왜냐면 

내담자도 자책을 많이 하고 그러더라구요. 내부귀인을 많이 하고.(3고

통)

 다문화 상담을 하다보면 다문화 상담의 포커스는 힌두교 신자를 기독

교신자로 변화시키는 게 목표가 아니라 힌두교 신자로서 존중해 주고 

나는 기독교신자로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 종교 들에

서 공통적인 보편 영성을 제가 강조하다 보면 기독교의 정체성이 무엇

인가 생각하게 되면서 갈등이 되죠. 끊임없이 이 주제를 생각을 하거든

요. (중략) 저는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종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까?’이거를 고민하는 주제가 

나의 사명이 아닐까?(6소명)

8) 공동체로 흘러감 

연구에 참여한 숙련상담자들은 상담에서 공동체를 의식하는 것이 자

신의 영성과 관련 있다고 말한다. 상담자가 내담자를 만나 상담한 것이 

내담자의 주변까지도 변화되는 것을 보기도 하고 그런 상담을 하려고 노

력하기도 한다. 상담관계로 인해 상담자 자신이 변화하게 되고 그 변화

가 상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으로 전달되고 베푸는 삶으로 이

끌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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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 사람의 변화가 또 다른 변화를 일으킴

참여자들에게 한 내담자를 만나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은 상담을 하는 중에 얻는 큰 보람이고, 자신의 존재가치를 뜨겁게 확

인하게 되는 순간이다. 참여자들은 본인 한 사람으로 인한 변화가 또 다

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체험한다. ‘참여자 몰입’은 자신이 내담자에

게 영성의 상태에서 한 개입들은 세상으로 번져간다고 생각한다. ‘참여

자 몰입’에 따르면, 이러한 번짐이 가능한 이유는 온 세상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상태가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이 되는 것이다. 

 상담을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던 아니면 어떤 도움을 받아서 뭔

가 해결이 됐던 그 경험이 전파는 되겠구나. 예를 들면 자기가 상담을 

받고 와서 옆에 사람 상담해준다든지 상담 해준다는 게 좀 그렇긴 하

지만 자기가 상담에서의 좋은 경험을 갖고 가서 친구들에게 상담자 역

할 처럼 그런다던지 아니면. 꼭 그렇게 상담자 역할이 아니더라도 갈등

의 해결자? 같은 역할을 할 때도 있죠.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파

급이 있구나. 물론 어떤 집은 전혀 파급이 없을 수도 있지만 어떤 친구

한테는 꼭 가정이 아니더라도 친구들 주변 사람들 이런 거에 좋은 영

향이 갈 수 있겠구나. 이런 걸 느꼈죠.(5몰입)

 물리적으로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떨어져 있지만 영적으로는 다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 앞에서 한 

사람만 상담을 했어도 그 사람의 에너지와 정신세계와 마음 세계가 밝

아지면 긍정적이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가까운 거로는 

배우자 인거 같고요. 부모 상담을 했다면 자녀인거 같고 자녀가 상담을 

했을 땐 또 부모가 좋아지는 거 같고. 그리고 그 아이들 그 내담자들을 

만나는 주변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바뀌어 가는 거를 상담을 통해서 많

이 봤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 상담을 주로 하지만 사실상은 그 사람 주

변에 있는 사람도 같이 의식을 하면서 상담을 하거든요(6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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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내담자가 상담 받고자 했던 문제는 부부 상담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부부였고 내담자도 전혀 

그 부분을 의식하지 않았어요.(중략) 상담을 통하여 내담자는 남편과 

겉으로만이 아니라 심적으로 교류가 되는 삶을 살게 된 거죠. 그 사람

이 꼭 그 문제를 가지고 오지 않았어도 그 사람의 것이 뭔가 풀렸을 

때 그 사람의 삶과 연결 돼 있는 다른 사람들의 문제도 많이 해결되고. 

그 상담에서 내담자가 받은 제일 큰 혜택은 부부관계 인 것 같았아

요.(6소명)

 남편이 잘 못 되고 나니까, ‘내가 얘네들 책임져 줄 거야.’ 근데 지

금 약간 마음이 흔들린대요. 남편 장례 치르고 나서 몸도 아프고 이러

니까 ‘책임 못 져주면 어떻게 하지?’ 이런 나약함, 자신 없음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머리도 아프다 그러고 온몸이 다 

아프대요. ‘그러다가 이분이 또 남편에 이어서 쓰러지면 어떻게 하

지?’ 저도 정말 이분이 그럴 수도 있겠다. (연: 위기감을 느끼셨나봐

요.) 네. 저도 위기감을 같이 느끼는 거에요 ‘애기들 어떻게 하지?’고

3이고, 중2이고, 다섯 살이고 이런 거에요. 걔네들이 엄마까지 이렇게 

되면...... 5살짜리가 특히. 그래서 이제 제가 엄마가 다시 몸과 마음을 

회복을 해야 되니까 제가 잘 도와주고 싶었던 거죠.(8감사)

 ‘참여자 소명’에게는 상담을 하는 것은 퍼즐을 맞추는 것과 같다. 다 

맞춘 퍼즐은 아름다운 그림이 되듯이, 내담자가 아름다운 인생의 그림을 

그리도록 상담을 통해 내담자의 퍼즐을 하나하나 맞추도록 도와둔다. 퍼

즐을 맞추어 그림을 완성해간다는 것은, 필요한 시기에 ‘그’ 퍼즐 조

각을 필요한 자리에 놓음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참여자 소명’은 이러

한 일련의 과정을 이해하며 상담을 하는 것이 자신의 영성과 관련이 있

다고 한다. 

 이혼한 후 아이를 친척집에 맡기고 재혼하여 살고 있는 삼십대 여성

을 상담한 적이 있어요. (중략) 저는 그 내담자도 중요했지만 친척 집

에서 크고 있는 그 어린아이 초등학생 아이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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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을 그 애랑 지금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물어봤어

요. 왜냐하면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내담자도 중요하지만 내담자

의 아들도 중요하잖아요. 내담자가 행복해지려면 그 아들도 행복해야지 

내담자도 행복한 거지. (중략) 그때 ‘절묘한 타이밍에 우리가 만났다 

중요한 타이밍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모든 상담이 다 의미가 있

지만 그 타이밍에 그 때 그걸 안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남편과 

내담자의 아들 또 아들을 키우는 전 남편 있잖아요. 모든 게 뒤죽박죽

이 되가지고 엄청 힘들어졌을 텐데 이게 정리가 되면서 각자의 자리에

서 사랑하고 있도록, 긍정적인 역할을 한 상담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내담자만 상담을 했지만 제 머릿속엔 전남편까지 있었어요.(6소명) 

(2)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변함

 

참여자들은 삶에서 발생하는 모호함을 견디고 가까운 가족의 모호한 

상태를 기다려 주는 것 또한 영성적 체험이라고 말한다. 참여자들이 이

러한 성찰을 할 수 있는 것은 상담을 통한 지혜가 축적되었기 때문이며, 

상담에서 얻은 지혜가 일상의 삶까지 옮겨질 수 있는 것은 상담이 주는 

수많은 모호함의 순간들 속에 버티어 왔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참여자들

은 모호함이 주는 상황이나 압력에 움쩍 않고 든든히 자리를 잡아가는 

‘버팀의 과정’을 지나며 영성이 발달하고 있다고 말한다. 참여자가 받

는 상담의 영향은 참여자의 가정으로 이동이 되는데, 자녀의 대입시, 연

애, 결혼 등 자녀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당장 눈앞에 보

이는 것을 넘어 그 이후의 것이나 그 이면의 것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겼

다. 한편, 배우자에 대한 양보나 배려는 참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

하고 노력하기도 한다.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이러한 변화가 상담 과정이 

없었다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참여자의 이러한 태도 및 행동

의 변화는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좋은 에너지로 전달된다.

 우리 아들이 재수를 했는데, 수능을 엄청 못 봐서 대학을 원하는 곳에 

가지 못하고 성적에 맞춰서 진학을 했지만 자기수용이 안되어 삼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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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다는 생각으로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중략) 나 또한 우리 아들의 

모호한 상태. 이런 것들을 존중하고 기다려주고, 얘의 때를 기다려줘야 

된다는 마음으로 만약에 상담을 안 했으면 훨씬 괴롭고 아들을 괴롭힐 

수도 있었을 텐데, 아들의 때에 아들에게 맞는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될

거다. 지금은 내가 부드럽고 편안한 시선으로 얘를 봐주는 게 중요하

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요즘 저한테 적용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

어요.(6소명)

 내가 속상한 고민이 하나 있는데, 딸이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데 이번에 미국을 갔더니, 대학 때 따라다니던 남학생이 거기까지 따라

와서 있으려고 하는 거에요. 그리고 자꾸 나를 만나려고 하고. 허! 그래

서, 내가‘이게 뭐야!’생각이 들었고. 그 남학생이 마음에 안 드는 거

에요. 내가 왜 영성주제에 이 이야길 했냐면은. 내가 상담을 안 했고 

이런 걸 모르면은, 엄마가 맞는 사위 얻으려고 그러잖아요. 그치만 지

금은 ‘내가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인이 고르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왜 자꾸만 내가 이렇게...... ‘사실 문제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고 있고.(3고통)

 딸이 지금 연애하는데, 파트너가 연애상대로서는 괜찮지만, ‘얘가 결

혼을 이런 사람하고 한다고 하면 어떡하지?’ 걱정도 되지만, 상담에서 

제가 터득한 이점이랄까? 삶의 다양성에 대한 개방, 딸에 대한 존중 이

런 것들에 대한 생각으로 좀 더 “잘 해봐~”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

의 여유가 생긴 것도 내담자들한테서 받은 삶의 지혜가 축적 된 것 아

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6소명)

 ‘하나님이 때가 되면 얘를 또 신앙의 길로도 인도해 주시겠지. 하나

님의 때가 있겠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여유가 있어졌다고 할까

요? (중략) 그러니까 감히 내가 사랑한다고 내 짧은 식견으로 딸을 좌

지우지 할 자신이 없어지는 거에요. 이 아이를 만드신 하나님께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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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맡기고 내 아이를 바라보려고 해요. 저에게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영성에서의 중요한 통찰인 것 같아요.(6소명)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의 가치관을 다시 조율해 봐요. (중략)

그 내담자는 뭐가 있을 때 자기가 가족들에게 꼭~~ 추억을 만들어 준

대요.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너무 가슴이 뜨거워지고 뭉클해지고 울었

어요. ‘아~! 나는 아이들한테 어떤 추억을 남겨줬을까? 바쁘게 살아왔

던 열심히 사는 엄마의 모습 성실한 엄마의 모습은 있지만 이 아이들

한테는 어떤 추억이 있었을까?’ 다시 한번 조율을 하게 되면서, “너

네 들은 어떤 추억이 있었어?”아이들한테 물어도 보고. (중략) 제가 제 

삶을 다시 조율하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것 보다 우리아이들이 참 

많이 힘들었겠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나는 놓쳤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거죠. (중략) 여기에 쪼금 더 투자했던 것들을 에

너지를 흘려서 다른 곳을 정비 한다고 할까요? (2알아감)

 내담자 남편이 밖에선 유능하고 안에선 위선적으로 이러는 거. 그런 

건 많이 힘들 것 같더라구요. (중략) 이 사례가 저를 영성 쪽으로 돌아

보게 하고 또 그렇게 하는데, (중략) 저희 남편은 엄청 착해요. 근데, 

저랑 있을 때 남편이 불편하게 하는 건, 항상 제가 시간이 모자라는 사

람인데. 택시를 탄다 그러면 전 아파트 앞 현관에 내려야 되는데, 남편

은 택시기사를 주로 편한데서 내리라 그러고. 짐이라도 있으면 힘들고 

자기도 고생인데도. 어떤 운전수는 “들어가요?” 그러면 “네” 그러

면 되잖아요 그냥. “신호에서 세워 주세요” 꼭~~ 그렇게 운전수 영업

하기 편하게. 택시 타는 경우도 엄청 답답했거든요 결혼 초에. 근데 이

제 지금은 오히려 제가 양보도 하고 .(3고통)

 우리 딸이 사춘기 때 엄청 힘들었는데, 그때 제가 왜 힘들었는지 그 

안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 (중략) 일단 첫 번째 제가 그때 힘들었던 이

유를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존재의 다양성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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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는 거 나의 기준으로 딸을 봤다는 거 (중략) 두 번째는 ‘얘가 잘

못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거 있죠. 저는 학교 집 학교 집만 왔다 갔

다 하니까 엄마가 별로 나를 크게 걱정하지도 않았고 알아서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까 걱정을 안 시켰는데, 얘는 거짓말도 종종 치고 늦게도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얘가 불시에 나쁜 길로 빠지면 어떨까 했는데. 내

가 얘를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키웠기 때문에 얘는 그 바운더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6소명)

(3) 베푸는 삶으로 이끌림

참여자들은 상담에서 내담자들의 고통 뿐 만 아니라, 삶에서 중요한 

가치들도 듣게 되고, 내밀한 이야기를 듣는 중에 발견되는 내담자의 삶

의 목표는 상담자에게도 영향을 준다고 말한다. 연구에 참여한 숙련상담

자들은 내담자들에게 받은 영향으로 다른 사람에게 물질이나 자신의 재

능을 나누어 주게 되는데, 이러한 행동의 변화도 상담을 통한 영성적 체

험과 관련 있다고 말한다. ‘참여자 알아감’은 남을 돕고자 하는 내담

자의 삶의 목표를 듣고, 자신을 성찰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결과, 그는 

센터에서 무료 상담을 하고 수련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내담자(상담수련생)들 중에 사람을 돕고 싶어서 공부를 한다는 이야기

를 할 때, 또는 노후에 사람을 돕고 싶어서 상담을 배운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경제적인 이유로 하고 있는데,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내 중심은 어디지? 내가 너무 치우쳐 있나?’ 생각하게 

되었고 (중략) 한 부모, 기초수급자, 조손가정인 내담자들에게는 무료로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세우고 싶어서 상담을 한다는 말

을 듣고, 센터에서 수련생에게 수료할 때 장학금처럼 백만원 장학금수

련 티켓을 주기도 하고.(2알아감)

 무료상담은 재능 기부나 봉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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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했었던 것 같고, 비용을 내기가 어려운 분들이라

든가 우리가 협약을 서로 맺어서 도울 수 있는 곳에는 가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도 보내고 (중략)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여유가 되

는 한도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무료상

담 무료자문 이런 거 (중략) 자문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그냥 하거든요 

자문비를 받을 수도 있는 건데, 의뢰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고 그냥 

기꺼이 하는 편이에요. 생각해보면 진짜 이타정신을 가지고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중략)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하게 되고 

그거 보고 내가 또 뿌듯해하고 기뻐하고 그게 되게 보람 있는 거는 맞

아요.(1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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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험의 구조에 대한 일관된 기술

Giorgi(1984)가 제안한 기술적 현상학 연구의 마지막 단계는 변형된 

의미 단위들을 일관성 있는 진술로 통합하는 것이다. 이전 단계에서는 

참여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충실한 채로 참여자의 체험을 심리학적인 언

어로 변형하였다면, 마지막 단계에서는 변형된 의미 단위에 담겨 있는 

연구자의 통찰을 일관된 내용으로 종합하고 통합해야 한다. 이에 본 절

에서는 Giorgi의 제안대로, 구체적인 대상이나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의

미를 전달하기 위해, 앞 절에서 제시한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숙련상담자

가 상담관계에서 겪은 영성적 체험의 구조를 통합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모두 영성에 관심이 있거나 영성적인 상담을 

하고자 하는 숙련상담자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상담관계에서 영성적 

체험을 하며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참여자들은 내담자의 힘을 믿고 

애정을 느끼고 있었다. 숙련상담자들은 내담자를 돕기 위해 한 상담에서 

오히려 내담자의 힘을 알게 되고 그들의 힘을 보며 겸허함을 체험하게 

된다. 내담자에 대한 믿음 뿐 아니라 초월적 존재를 더 의식하게 되는 

것이 상담을 통해 체험하는 영성인데, 초월적 존재에 대한 믿음은 상담

관계에서 영성적 체험을 더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내담자에 대한 믿음과 

함께 영성적 체험을 일으키는 토대가 된다.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통

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도록 돕는 상담을 

하며 숙련상담자들은 영성적 체험을 한다. 상담관계에서 숙련상담자들은 

영성이 높은 내담자를 만나거나 내담자의 사례를 보며 직접적으로 자신

의 영성을 더 발달시키기도 한다. 또한, 내담자가 변화하는 기적 같은 

순간을 목도하며 영성적 체험을 한다. 숙련상담자들은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에서 내담자와 연결감을 느끼고 집단원끼리 서로 연결되는 것을 보

면서 영성적인 순간을 체험한다. 연결되는 순간에 경험하는 충만감은 에

너지가 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숙련상담자들이 체험하는 깊이 있는 

영성의 순간이다. 자신을 잊고 내담자에게 온전히 몰입하여 하나가 되는 

순간에 숙련상담자들은 영성을 체험한다. 하나가 된다는 느낌은 아주 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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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순간에 일어나지만 상담자들에게 다른 어떤 순간보다 강렬한 체험으

로 나타난다. 상담자들은 이런 순간을 위해서 저마다 자신의 방법으로 

노력을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노력의 과정도 상담관계에서 생겨난 영성

적 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상담자들은 자신의 한계를 절망과 고통가운

데 맞이하게 되는데, 이러한 절망과 고통은 상담자를 한 단계 더 높아지

는 초월의 경험으로 유도하여, 자신과 내담자를 포함한 타인을 수용하게 

하고 회복으로 이끄는 상담을 하도록 한다. 숙련상담자들이 한계를 만나 

수용과 회복으로 나아가는 깨어짐의 과정은 단순한 영성적 체험이 아닌 

영성 발달의 과정이기도 하다. 숙련상담자들의 영성적 체험과 발달은 상

담을 하는 공간을 넘어서 공동체로 흘러가기도 하는데, 자신의 상담으로 

인해 변화가 확산되는 것을 보는 것과 자신의 노력으로 공동체에서 소명

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 모두가 숙련상담자들의 영성적 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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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체험의 구성 요소 간에 나타난 순서적 관계

본 연구의 목적이 상담자 영성 발달의 단계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었

으나, 숙련상담자들이 상담관계에서 겪는 체험의 구성 요소에서 순서적

인 관계가 드러났기에 구성 요소 간에 나타나는 순서적 관계의 의미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첫 번째, 참여자들이 내담자와 초월적 존재에 

대해 갖고 있는 믿음은 숙련상담자들에게 영성적 체험이 일어나도록 하

는 토대로서의 역할을 한다. 두 번째, 숙련 상담자들은 연결감과 하나 

됨을 통해 깊이 있는 영성적 체험을 한다. 세 번째, 참여자들은 한계를 

만나면 깨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수용과 회복으로 나아가게 된다. 마지

막으로, 숙련상담자들은 상담관계에서 겪은 영성적 체험이 상담공간을 

벗어나 참여자들의 삶과 공동체로 흘러가도록 하며, 또 흘러가는 것을 

체험한다. 네 가지 단계로 나타난 숙련상담자들의 영성적 체험의 순서적 

관계를 아래에 기술하였다. 단, 아래에서 기술하는 요소들이 순서적인 

관계는 있으나 인과적인 관계로 드러난 것은 아님을 밝힌다.

1) 토대가 되는 영성적 체험의 구성 요소

본 연구의 구성요소 중 숙련상담자를 영성적 체험으로 이끄는 바탕이

자 토대의 기능을 하는 구성요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내담자의 힘을 

인정하고 믿어 주는 상담자의 태도이고 다른 하나는 초월적 존재에 대한 

상담자의 믿음이다. 즉, 이 두 가지 체험은 이후의 영성적 체험이 일어

나기 전에 먼저 하게 되는 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숙련상담자들은 내담

자가 삶의 고통과 무게에도 불구하고 내담자 안에 굳건한 힘이 있음을 

알게 되면 환희를 느낌과 동시에 자신에게는 오히려 힘이 없음을 받아들

이며 겸허함을 체험한다. 상담자가 내담자보다 능력이나 경험이 풍부해

기 때문에 내담자의 생각이나 태도를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담

자가 상담자를 그들의 세계로 초대해 주었기 때문에 상담자는 겸허한 마

음으로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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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영성적 체험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숙련상담자

들이 내담자의 힘을 믿는 겸허한 태도는 다른 영성적 체험을 일으키도록 

하는 바탕이 된다. 상담자가 체험하는 초월적 존재와의 관계도 다른 영

성적 체험이 일어나도록 하는 토대가 된다. 신은 모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상담자 자신도 신과 동일한 관점에서 내담자를 보려고 하는 인간

관과 세계관은 다른 영성적 체험이 생겨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초월

적 존재를 믿는다는 것은 상담자가 자신의 통제 소제를 넘어서 더 높은 

차원의 힘을 믿는 것인데, 내담자의 힘을 믿고 초월적 존재의 힘을 믿으

며, 숙련상담자들은 자신이 쥐고 있을 수도 있는 능력과 경험을 내려놓

게 된다. 이러한 내려놓음의 과정은 상담자로 하여금 다른 것을 받아들

일 수 있는 빈 그릇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2) 과정으로 나타나는 영성적 체험의 구성 요소

영성적 체험이 일어나는 기반을 제공하는 내려놓음의 과정을 거친 상

담자들은 다양한 영성적 체험을 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내담자와의 관

계에서 생겨나는 지극히 깊은 영성적 체험은 상담자가 내담자와 ‘연결

감’을 느끼고 ‘하나 됨’을 체험하는 것이다. 상담자와 내담자의 마음

과 마음이 맞닿으며 함께 나아간다고 믿게 되면 연결감을 느끼고, 연결

감이 지극히 깊어진 순간에 하나 됨을 체험하게 된다. 이때 상담자는 내

담자를 대할 때 상담자 대 내담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경계가 흐

려지면서 내담자의 이야기와 고통에 직접 닿는 체험을 하게 된다. 그 순

간에 상담자는 자신이 내담자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채지도 못할 

정도로 이미 하나가 된 것을 체험한다. 내담자와 연결되고 하나가 되는 

것은 직접 체험한 상담자들도 신기하고 놀랍게 지각할 정도로 순간적이

나 강렬한 체험이다. 숙련상담자들은 상담관계에서 영성에 대해서 충분

한 인식과 체험이 채워진 상태가 되었을 때, 신기하고 강렬한 영성적 체

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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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담관계에서 마지막 단계에 나타나는 영성적 체험의 구성 요소

상담관계를 통해 생겨나는 영성적 체험 중 마지막 단계에서 나타나는 

것은 수용과 회복을 체험하는 것이었다. 수용과 회복에 이르기까지 상담

자들은 상담 장면에서 모호함을 견디고 자신의 한계에 맞서야 하며 자신

의 무력함과 절망을 안은 채 버텨야 한다. 때로는 내담자와 고통 속에 

뒹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를 찾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숙

련상담자들이‘견딤, 무력함, 절망, 뒹굶’으로 표현되는 과정을 지나가

며 영성적 체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앞에서 제시한 두 가지 단

계를 깊이 있게 체험하며 단단한 길을 다져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다. 즉, 자신의 능력과 힘이 아닌 내담자와 초월적 존재의 힘과 능력을 

믿으며 내려놓음의 과정을 지나고 나서 내담자와 연결되고 하나가 되는 

경이로운 체험을 통해 단단한 영성으로 채워졌기에 가능한 것이다. 단단

하게 채워진 상담자는 깨질 준비가 되어 있기에 ‘깨지는 경험’으로 이

끌리고, 자신을 초월하도록 하는 깨지는 경험이 상담자를 수용과 회복으

로 안내한다. 숙련상담자들의 깨지는 경험은 자신을 초월하여 자신에게 

익숙한 방식과 있던 자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으로 유도되는 것이다. 

4) 변화의 확산을 일으키는 영성적 체험의 구성 요소

앞에서 제시한 세 개의 과정은 숙련상담자들이 상담관계에서 겪는 영

성적 체험들을 순서상으로 기술한 것이다. 숙련상담자들의 영성적 체험

은 상담실 ․ 내담자 ․ 상담자 안에만 머물지 않고 공간을 이동하여 확산

된다. 상담자들은 내담자 한 사람만을 상담하지만 내담자의 가족이나 내

담자가 마음속에 데려 오는 사람까지도 같이 바라보며 상담을 한다. 한 

내담자의 변화로 말미암아 내담자의 주변까지 함께 변하는 것을 보는 것

과 변화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숙련상담자들이 인식하는 상담에

서의 영성이다. 상담자들은 상담관계에서 겪는 영성적 체험들을 통해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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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고 성장하는데, 상담자의 이러한 변화와 성장은 상담자의 가족과 지

인, 더 나아가서 상담자가 속한 공동체로 흘러간다. 자기중심성에서 벗

어나 공동체에서 베푸는 삶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숙련상담자들이 자신 

스스로가 공동체에서 변화의 확산이 일어나도록 하는 씨앗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상담관계에서 겪는 영성적 체험들이 바탕이 된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숙련상담자들은 상담관계를 통해 영성적 

체험을 하고, 영성을 발휘한 상담을 하고자 노력한다. 깨지는 경험을 통

해 수용과 회복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상담자들은 영성 발달의 토대가 되

는 내담자와 초월적 존재에 대한 믿음을 통해 연결감과 하나 됨을 체험

하기도 하며, 수많은 한계 앞에 절망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체험들이 모

두 상담자의 영성적 체험이자 영성을 발달시키는 과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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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상담자가 상담에서 영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드러내고, 상담에서 어떠한 영성적 체험을 하는지 이해하기 위한 것이

다. 본 장에서는 연구 과정과 결과를 요약하고 참여자들의 체험이 선행 

연구들의 이론적 맥락 안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이해되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결과에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연구를 진행하며 연구자

가 의미 있게 경험한 내용을 더불어 제시하고자 한다. 

‘현상을 드러내며 형언할 수 없는 그 무엇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정상의 목표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영성에 

대한 얕은 이론적 지식과 짧은 참여자로서의 경험은 분석과정에서 많은 

순간에 판단중지(epoche)를 해야만 했다. 면담이나 결과 분석과정에서 

연구자의 얕고 짧은 지식과 경험이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괄호치기

(backeting)를 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판단중지 및 

괄호치기의 과정은 현상학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두 명의 감수자에게 

감수를 받는 과정과 지도교수의 논문지도를 통해서도 이루어졌다. 이러

한 과정은 지난하게 느껴지기도 하였으나, 연구자가 더 나은 학자로 발

돋움할 수 있는 과정이 되었다. 

한편, 결과 분석이 끝난 지금도 선명하게 느껴질 정도로 강렬한 연구

자의 체험도 있다. 참여자들의 언어가 빚어낸 큰 울림과 떨림의 공간 속

에 함께 들어가 있던 경험은 본 연구자가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기간에 

내담자를 기다리거나 상담을 하는 동안 참여자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

돌기도 하고, 울림이 되었던 참여자의 행동을 나의 내담자들을 만나며 

재현하게 되기도 하였다. 참여자의 목 메임에 함께 목이 메이고 참여자

의 내담자의 눈물을 들으며 함께 눈물이 났던 경험들은 연구가 끝난 지

금도 문득문득 느껴질 정도이다.

연구 결과의 1절에서는 각 참여자들마다 독특하게 갖고 있는 영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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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과 어떤 경험들을 통해 그러한 개념을 갖게 되었는지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참여자의 이름을 대신하여 ‘구함’, ‘알아감’, 

‘고통’, ‘겸손’, ‘몰입’, ‘소명’, ‘초월’, ‘감사’의 별칭을 

사용하였다. 별칭들은 연구자가 전사내용을 반복하며 읽으며 짓기도 하

고 참여자가 원하는 별칭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이 영성을 체험

하는 과정 또는 영성을 발견 및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심 현상

과 가장 가까운 언어를 빌어 이름을 대신하였다. 각 참여자들의 체험 맥

락은, 영성이라는 주제를 만나게 된 배경을 소개하기 위해 어린 시절부

터의 경험을 기술하기도 하였고, 참여자로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영성의 

상태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의 체험의 맥락을 1번 참여자부터 순서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상담에서 영성의 온전한 발휘를 위해 절대자에게 지혜를 구

함’, ‘나의 모습을 제대로 알게 되니 나와 가족, 내담자를 수용할 수 

있게 되고, 상담에서 내담자를 알아가는 것이 신기하고 놀라운 영성의 

체험임’, ‘내담자를 만나 고통을 나누길 기대하고, 그 고통을 통해 초

월 경험을 하며 신과 더 가까워 짐’, ‘영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내가 

낮아져야 하고, 내가 겸손해지는 순간이 영성을 체험하는 순간’, ‘몰

입되어 있을 때 영성이 높은 상태로서 내담자의 작은 변화까지도 감지되

기 때문에, 몰입을 위해 훈련을 하고 있음’, ‘상담자로서 신앙인으로

서 소명을 찾고 이루어가며 영성 발달을 이루어가고 있음 ’,‘모든 삶

이 영성과 관련되어 있지만, 나를 초월하는 경험을 통해 더 영성을 체험

하고 있음’, ‘감사하고 긍정적인 태도로 내담자를 만남’. 이상과 같

이 면담을 통해서 각 참여자가 그들의 영성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언급한 맥락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의 2절에서는 참여자 각자의 경험의 맥락과 더불어 참여자

의 주관적인 체험에 중점을 두고 숙련상담자가 상담관계에서 겪은 영성

적 체험의 구성요소를 제시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숙련상담자가 상담에

서 경험한 영성적 체험 및 발달의 구성 요소는 8가지로 드러났다. 구성 

요소 8개는 <내담자에 대한 믿음과 사랑>, <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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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미 발견>, <내담자는 나의 스승>, <연결감>, <나를 잊은 상태>, <한

계를 만나 수용과 회복으로>, <공동체로 흘러감> 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구성 요소는 ‘내담자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다. 참여자들

은 내담자들에 대해 믿음과 애정을 느끼는 것이 상담관계에서 생겨나는 

영성적 체험이라고 하였다. 내담자는 자신의 삶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힘

이 있는 존재이며 원래는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존재라고 믿기 때문에, 

상담자로서 내담자를 바로잡으려 하기 보다는 그들이 삶을 살아내 갈 때 

함께 걸어주는 존재로 스스로를 이해한다. 

두 번째 구성 요소는 ‘초월적 존재와의 관계’와 관련된 영성 경험

이다. 하나님을 믿는 상담자들은 상담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신에게 지

혜를 구하며 상담을 한다. 이것은 첫 번째 구성요소에서 드러난 내담자

에 대한 사랑과도 관련이 있다. 내담자를 사랑하는 마음은 자신이 초월

적 존재와 경험한 것을 재현하려는 노력에서 빚어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개신교 상담자들에게는 영성이라는 단어와 함께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은 자신의 신앙생활과 관련된 경험이기 때문에 상담자로서의 직업 장면

에서도 종교적인 영성과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들

에게 상담에서 초월적 존재와의 관계로부터 비롯된 것이 중요한 

세 번째 구성요소는 ‘삶의 의미 발견’이다. 내담자가 가지고 온 문

제 너머의 의미를 발견할 때, 문제는 ‘해결해야 할 문제’에서 ‘성장

의 동인’으로 전환된다. 삶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하는 상담은 내담자의 

존재 가치를 일깨우는 상담이 되기도 한다. 내담자가 삶의 의미를 발견

하고 자신의 존재가치를 깨닫는 것을 도우며 상담자 역시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존재의 이유를 더 선명하게 깨닫는다. 

세 번째 구성요소 중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삶이란 그냥 경험하

는 것’이라는 하위 구성요소가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연구자의 경험과 

문헌고찰을 통해 연구자의 선이해로서 괄호 치기 하였던 내용 중 하나가 

상담자들은 영성을 발달하는 가운데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상담학 분야의 연구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사

회과학 학문분야의 연구자들도 영성의 하위범주의 하나로 ‘삶의 의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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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에 대하여 중요하게 언급하였다. 참여자들 중에는 상담을 통해 자

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알아가고 발견해 가는 것이 주요한 영

성 체험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참여자 겸손’과 ‘참여자 몰입’은 

“삶의 의미라는 것이 과연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이 두 참여자

에게 이러한 질문이 생기는 이유는 이들이 생각하고 경험한 삶의 정의와 

관련되어 있다. 삶이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삶이란 

그냥 경험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삶의 모든 순간이 소중하기 때

문’이다. 

네 번째 구성 요소는 참여자가‘내담자는 나의 스승’이라고 표현하

며, 내담자로 인해 자신이 성장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다. 참여자들은 내담자 덕분에 세상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영성이 

높은 내담자를 만나며 존경심을 느끼는 가운데 영성을 발달해 가는데,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하기도 하고, 자신의 모습을 성찰해가는 등의 성장

을 한다. 또한, 내담자가 변화하는 것을 목도하면서 기쁨과 감사를 느끼

기도 한다. 또한 내담자가 고통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을 기적이라고 표

현하며 그 기적적인 순간을 같이 경험하는 것을 영성적 체험이라고 말한

다.

다섯 번째 구성요소는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연결감’으로, 참여

자들은 내담자와 연결되는 순간이 영성적 체험이 일어나는 순간이라고 

말한다. 참여자들에게 연결감이 특별한 이유는 상담자가 내담자와 연결

감을 느끼는 순간 힘을 얻기 때문이다. 결과에서도 제시한 것처럼, 참여

자들은 연결감을 느끼는 영성적인 순간에 힘을 얻기 때문에, 소진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심지어 15시간 연속하는 집단을 진행한 후에도 웃음이 

나올 정도로 힘이 나는 이유는 연결감으로 인해 꽉 찬 충만함을 경험하

기 때문이다. 또한, 참여자들은 내담자에게 ‘대상이 되어 줌’으로 인

해 고마움과 책임감을 느낀다. 이것은 앞에서 제시한 ‘연결로 인한 충

만감과 에너지’와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대상이 된 것에 대한 고마움

과 책임감을 늘 묵직하게 갖게 되는 것이다. 

여섯 번째 구성 요소는 ‘나를 잊은 상태’로서, 참여자들은 내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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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야기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는 순간을 상담에서 영성이 발휘된 모습 

또는 상태라고 생각한다. 자신을 잊고 사담에 온전히 몰입될 때 참여자

들은 내담자와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하나가 된 것 같

다’라는 말은 면담시간이 오래되어 참여자도 연구자도 현상에 파고들었

을 때야 비로소 나온 말이었다. 참여자의 많은 체험이 소중했으나, ‘하

나 된’경험은 참여자의 영성 경험 중 정수(淨水)라고 할 수 있다. 참여

자들은 면담 중에도 자신이 상담에서 몰입되어 있는 순간을 떠올리며 그 

때의 경험을 다시 하는 것처럼 보였다. 참여자들이 목이 메이거나, 눈물

이 맺히거나, 먼 곳을 바라보는 표정을 보면서, 연구자는 참여자가 그 

순간 내담자에게 몰입되어 있던 그 시간과 공간을 재경험하는 듯 느껴졌

다. 상담에서 몰입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참여자는 몰입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들을 시도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상담자의 

전문성이 향상되는 과정이 된다.

일곱 번째 구성 요소는 한계를 만나 수용과 회복으로 나아가는 것이

다. 수용과 회복의 단계까지 경험하기 위해 참여자는 모호함을 견디기도 

하고, 자신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도 도울 방법이 없는 내담자

의 큰 고통 앞에서는 고통과 무력감에 괴롭기도 하다. 그러나, 결국 상

담자로서 경험하는 한계를 만날 때 깨어짐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된다. 깨어짐을 경험하는 것은 자신 뿐 만 아니라 내담자와 상담자의 주

변 사람들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Rønnestad와 Skovholt(2003)는 본 

구성요소에서 ‘한계’로 표현된 숙련상담자의 고통과 비슷한 개념으로 

‘환멸’을 이야기했다. Rønnestad 와 Skovholt에 따르면, 숙련상담자들

은 상담에서 어려움과 곤경을 만난 후에 환멸을 체험하고 이러한 체험은 

숙련상담자가 자신의 자원과 강점 뿐 만 아니라 약점과 부족함을 만나도

록 유도하여 상담과정에서 내면의 것에 집중하게 하고 더 유연하도록 만

든다. Skovholt & Rønnestad 는 이러한 과정을 내면의 르네상스라고 하

였다. 키에르케고르(1849)가 이야기한 ‘절망’의 세 단계를 통해서도 상

담자들의 한계를 만나는 것에 대하여 이해해 볼 수 있다. 키에르케고르

는 완전한 자기 존재의 민낯을 경험한 자들은 절망의 마지막 단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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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적 절망’을 만난다고 하였다. 도전적 절망의 단계에까지 다다른 

자들은 그 불완전성을 극복하기 위해 외부의 대상으로 자기 자신을 ‘기

투’하는 ‘모험’을 실천하는 자들이다. 참여자들은 상담을 하며 자신

의 민낯인 한계를 만날 때, 절망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 절망은 마지막 

단계의 절망으로써 자신의 불완전성을 극복하게 되는 길로 안내한다. 참

여자들은 이렇게 자신의 민낯을 마주하고 절망하며 극복을 위해 모험을 

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영성을 발달시켜 나간다.

마지막 여덟 번째 구성 요소는 참여자의 영성 발달이 ‘공동체로 흘

러’가고 공동체로 흘러간다는 것을 인식하며 상담을 함으로써 참여자의 

영성이 발달한다는 것이다. 상담자가 한 내담자를 만나 상담을 하지만, 

내담자 주변의 사람들도 변하게 되고, 또 함께 변하는 것을 의식하며 상

담하는 것이 참여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상담에서의 영성이다. 이것은 상

담학에서 정의되는 영성의 특성 중 ‘공동체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각 종교에서 말하는 영성과도 관련이 있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의 

실천, 이슬람교의 unity의 실천, 힌두교의 해탈의 길에서 강조되는 영성

의 특징이다. 영성이 발달한 참여자들은 내담자가 자신 뿐 만 아니라 눈

에 보이지는 않지만 남편과 자녀, 부모를 데리고 온다고 생각하며 상담

을 하기도 한다. 또한, 어느 특정한 시기에 한 내담자를 만나 상담을 한 

것이 여러 사람을 살리는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은 퍼즐을 맞추어 아름

다운 그림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기도 하다. 참여자가 상담을 통해 변화

된 모습은 자녀와 남편,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달이 되고 더 나아가 베푸는 삶으로까지 확장되게 된다.

모든 면담 과정을 통틀어 참여자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순

간’이다. 참여자들이 이야기한 수많은 영성의 경험은 순간에 일어나고 

경험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순간이라는 단어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가 있다. 순간이라는 단어는 면담 과정 중 수 없이 언급되었지만, 그 중

에서 참여자가 강조하는 목소리로‘순간’이라고 말하거나, 너무 강렬하

고 많은 경험이 순간에 일어난 것이 이상하여‘순간’이라는 단어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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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한지에 대하여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던 몇 가지 부분을 제시하면 아

래와 같다.

그 순간이 찰나잖아요. (단어의 뜻을 생각하느라 말이 느려지며)찰나인데 

동일하게 깊게 연결 돼 있는 거죠. 그 순간 나는 그 아주 순간의 찰나였

지만. (중략) 하나 라는 게 순간의 찰나에 이루어지는 거죠.(2알아감)

그 순간(강조하는 목소리로) 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준비

가 됐다는 느낌.(8감사)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때도 제가 가슴이 뛰었어요. (중략) 내 온 몸을 

있는 대로 그냥 받았다.(2알아감)

그 사람을 다시 만나는 순간(큰 목소리로) 그 사람만을 위한 길이 다시 

머릿속에 쫙 떠올라요.(4겸손)

다음은 ‘순간’이라는 시간 개념에 대한 하이데거의 견해이다.

본래적인 현재를 우리는 ‘순간’이라고 부르는데, 순간은 모

든 가능성이나 사정에 의거해서 상황 속에서 만나는 대상에 

대해 현존재가 결의하면서 하나의 결의성 속에 보유되면서 탈

출함을 가리킨다(Heidegger, 1927)

하이데거에 의하면 순간은 찰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즉, 하이데

거의 순간은 단순한 시간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성’의 개념

으로 설명된다. 참여자들은 우리가 흔히 찰나라고 표현하는 짧은‘순

간’에,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동원한 현존재자로서 내담자와 공유

한 시간성 속에 자신을 기투하여 그 어떤 막힘과 방해 없이 그 상황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주 짧은 시간에 경험한 것이라

고 하기에는 너무나 강렬하고 많은 경험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했던 참여자의 의문에 대한 답이 될 것이다. 



- 131 -

상담사라는 직업에 종사하게 된 것은 축복이다. 내담자들은 긴 터널

을 지난다. 그 터널은 매우 어둡고 출구가 있기는 한 것인지 가늠도 안 

되는 긴 터널이다. 그러한 척박한 터널 같은 그들의 삶으로 나를 초대해 

주고, 그 터널을 빠져나오는 과정을 목도하게 해주며 그로 인해 인간과 

삶의 존엄성을 느끼게 해주는 내담자에게 한 없이 고마움을 느낀다. 그 

뿐인가! 내담자가 출구로부터 희미하게 새어드는 빛을 향해 고개를 돌리

며 걸어갈 때, 나의 손을 잡고 온기를 느끼며 힘을 얻어가는 과정에서 

내가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내가 경험하는 것은 온기 

이상의 뜨거운 것이다. 나의 내담자들이 지금 이순간도 저마다의 자리에

서 살아 내가고(live-through) 있는 것을 떠올릴 때, 내 안에 살아있는 내

담자의 존재감만큼이나 나의 존재감이 또렷이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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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본 연구는 상담에서 내담자를 만나 상담을 하며 ‘상담자도 변화하는

가? 그렇다면, 그 변화는 영성적 경험 또는 영성의 발달이라고 표현 할 

수 있는 체험이 있는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체험인가?’라는 의문점에

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의문점을 시작으로, 상담자가 내담자를 만나며 

겪는 영성적 체험이 무엇인지에 대해 그 구조를 이해하려는 목적으로 수

행되었다. 본 장에서는 연구결과와 논의에서 제시한 내용을 요약하고 본 

연구가 상담 연구 및 상담 실제에 기여하는 의의와 후속연구를 위한 제

언을 하고자 한다.

1. 결론 및 연구의 의의

숙련상담자가 상담관계에서 겪는 영성적 체험은 무엇인가에 관한 연

구를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와 논의가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 8명은 모두 저마다 독특한 영성 관련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서, 상담에서 발견되는 자신들의 영성에 대한 인식과 체험에 대해 

민감하게 느끼고 있었다. 이들이 상담에서 겪은 영성적 경험이나 영성 

발달에 중요하게 작용한 체험은 참여자들에게 부여된 별칭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참여자들의 별칭으로 그들의 영성에 대한 이해와 영성적 체험

을 모두 표현할 수는 없지만, 각 참여자들에게 부여한 별칭은 ‘구함’, 

‘알아감’, ‘고통’, ‘겸손’, ‘몰입’, ‘소명’, ‘초월’, ‘감

사’로서, 각 참여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적인 영성의 개념과 체험을 소

개하였다.

연구결과에 나타난 상담을 통한 연구에 참여한 상담자들의 영성적 체

험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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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참여한 숙련상담자들은 내담자를 만나면서 영성적 체험을 한

다고 생각한다. 참여자들 중에는 자신의 영성발달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종교나 책보다 오히려 상담을 할 때 더 발달된다고 말한 참여

자도 있었다. 참여자들은 내담자가 고통에도 불구하고 살아 내가는 모습

을 보며 인간과 삶 앞에 겸손해지기도 하고, 자신이 상담자로서 많은 것

을 감당하기보다는 원래 힘이 있는 사람들을 단지 조금 도와줌으로써 그

들이 원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태도 때문에 상담을 하면서 영성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배경이 된다고 생각한다.

초월적 존재와의 관계가 참여자들이 상담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종교가 있는 참여자들은 그들의 모든 삶 속에 절대자

와의 온전한 관계를 추구하기 때문에 상담에서도 신의 섭리대로 상담을 

하려고 하며, 자신이 신과 경험한 좋은 관계를 내담자에게도 재현하고자 

한다.

참여자들은 내담자의 문제를 대할 때 그것을 단순히 문제로만 보지 

않고 성장을 위한 동인으로 여긴다. 문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발견하

도록 돕는 상담을 통해 자기를 초월하는 경험을 하도록 하고 삶의 의미

와 내담자가 자신의 존재가치를 발견하도록 하는 상담을 추구한다. 한편 

참여자들은 자신이 꼭 필요한 존재가 된 체험을 통해 존재가치가 올라가

는 경험을 하게 된다.

내담자의 영성이나 내담자의 문제들을 바라보며 내담자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참여자들이 성장하기도 하는데 참여자들은 자신의 성장의 과정

을 영성적 체험으로 인식하였다. 참여자 중에는 자신보다 영성이 뛰어난 

내담자를 만났을 때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하기도 하고, 내담자의 문제를 

바라보며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는 등의 직접적인 성장의 경험들도 상담

에서 체험하는 영성이라고 말한다.

연결감에 대한 체험 역시 많은 참여자들이 특별하게 여기는 요소이

다. 내담자와 연결감을 경험하면 상담을 해도 힘이 들지 않고 오히려 에

너지를 받기도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연결감은 상담자에게 충만감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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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를 제공한다. 연결감의 요소에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좋은 대상이 

되어 주는 체험 역시 상담에서의 영성 경험이라고 말한다. 대상이 되는 

것은 참여자들이 고마움과 책임감을 느끼게 한다.

참여자들은 자신을 잊고 내담자의 이야기에 몰입하고자 하는 노력 또

는 그 상태를 상담에서의 영성이라고 여긴다. 몰입되어 있을 때 내담자

의 체험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고, 지극한 몰입상태에서는 내담자와 하

나가 되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참여자들은 상담과정에서 고통, 좌절, 절망 등으로 표현되는 여러 

‘한계’를 만난다. 때로는 상담 성과를 바로 볼 수 없는 모호함을 견디

기도 하고, 상담자의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내담자의 고통을 만나며 

함께 뒹굴기도 한다. 이러한 경험은 결국 참여자를 ‘깨어짐’으로 안내

한다. 종당에는 ‘깨어지는’ 경험을 통해 참여자들은 그 동안 하지 않

았던 새로운 경험으로 유도된다. Skovholt 와 Rønnestad(2003)에 따르면, 

숙련상담자들을 자신의 내면의 것에 집중하게 하고 상담에서 더 유연하

게 만드는 것은 상담에서 어려움과 곤경을 만난 후에 경험하는 환멸이

다. 숙련상담자의 자신에 대한 환멸의 체험은 숙련상담자가 자신의 자원

과 강점뿐만 아니라 약점과 부족함을 만나도록 유도한다. Skovholt 와 

Rønnestad 는 이것을 내면의 르네상스라고 하였다.

참여자들은 상담에서 ‘공동체’를 의식하고 공동체를 위해 하는 행

동들을 중요한 체험이라고 하였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신으로부터 

흘러나온 영향이 타인에게도 전달되기를 바란다.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

은 가족, 친척, 지역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상에서 언급된 숙련상담자의 영성적 체험의 구성요소는 연구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영성에 대한 경험이나 문헌연구를 통해서 얻은 이론

적 배경과 별개로 오로지 참여자들의 체험을 중심으로 의미단위를 도출

하여 구성요소를 드러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학 문헌에서 

언급된 요소를 참여자들의 체험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삶의 의미와 

목적, 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공동체 정신’은 국외의 상담학 영성 연구

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영성의 요소이다. 이 외에, 내담자를 향한 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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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사랑, 나를 잊은 상태, 연결감, 동반성장, 마지막으로 한계를 만나 

모호함을 견디고, 고통에 뒹굴고, 깨지는 경험들은 문헌 연구에서는 찾

아 볼 수 없는 내용이다. 문헌 연구를 통해 확인 할 수 없었던 독특한 

영성의 구성요소가 도출된 이유는 숙련상담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하는 영성의 요소는 

대체로 상담사의 영성에 초점을 두지 않고 일반인들이 경험하는 영성을 

제시한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숙련상담자가 상담에서 경험하는 독특한 

체험의 세계를 드러내었다.

본 연구가 상담 연구에 갖는 의의는 첫째, 숙련상담자가 상담관계에

서 어떠한 영성적 체험을 하는가에 관해서 상담자의 체험을 ‘있는 그대

로’ 드러내려는 시도를 하였다는 것이다. 조사연구나 문헌연구가 아닌 

탈실증적인 연구 방법을 통해 상담자의 영성 발달에 대해 맥락적인 측면

을 드러내어 상담자들의 영성적 체험을 생생하게 드러내었다.

둘째, 상담자의 소진 극복 연구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것이

다. 참여자들은 내담자의 이야기에 완전히 몰입되어 하나 되는 경험을 

하거나 내담자가 힘을 얻는 장면을 목도할 때 그 에너지가 교류되는 것

을 경험한다. 상담자 소진에 관해 많은 관심이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연구되고 있는 가운데, 상담자의 영성적 체험 또는 영성 발달이 

상담자의 소진을 막아 준다는 것은 상담자 소진 연구에 대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여겨진다. 

셋째, 본 연구는 영성에 관한 접근을 특정 종교적 관점에서 다루지 

않고 탈종교적인 영성을 다루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상담에서 영성을 주

제로 다룬 선행 연구는 주로 특정 종교를 가진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

여 해당 종교의 관점에서 연구된 것이 대부분인데, 본 연구에서는 특정 

종교적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고 보편 영성의 차원에서 상담자의 영성 체

험을 다룸으로써, 상담에서 일어나는 종교적 체험 이외의 다양하고 깊이 

있는 영성적 체험들을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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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가 상담 실제에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에서 영성을 활용하는 숙련상담자의 영성적인 요인과 실제

적인 활용 방법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다. 상담자들의 영성 경험과 그 

발달 과정에 대하여 숙련상담자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담아낸 결과를 통

해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상담에서 자신의 영성을 활용하는지가 온전히 

드러났다. 또한, 숙련상담자들의 상담의 과정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상담에서 영성을 활용함이 내담자에게 어떠한 변화와 유익을 가져오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상담자들은 상담관계에서 영성

을 알고 활용하는데 있어 지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상담자가 소진되지 않고 생기 있게 내담자를 만날 수 있는 방

법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상담 장면에 몰입되어 내담자와 

연결감을 경험할 때, 소진되기 보다는 오히려 힘을 얻거나 덜 소진된다

고 이야기 한다. 참여자들은 “이상하게 힘이 난다. 왜 그런지는 잘 모

르겠다” 고 말 할 정도로, 경험한 사람도 몰입 된 상담과정에서 상담자

가 오히려 힘을 얻는 것에 대해 놀라움과 신기함을 느낀다. 상담자들은 

상담에 온전히 몰입하기 위하여 상담시간 전에 내담자에게 집중하기 위

한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나, 참선이나 마음 챙김 등의 훈련을 통해 몰입

된 상담을 위해 자신에게 맞는 방법들로 노력하기도 한다. 또한 종교가 

있는 상담자들은 절대자에게 지혜를 구하고 신의 인간을 향한 사랑을 기

억하며, 절대자와 경험한 좋은 관계를 상담에서 재현한다는 것에 의미를 

둠으로써 소진을 예방하거나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본 절에서는 연구방법상의 한계와 연구 참여자와 관련된 제한점에 입

각하여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상담자들이 상담에서 영성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어떠한 영성적 체험을 하는지에 대해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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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기 위한 연구였다. 선행연구를 살펴볼 때, 상담자 경험의 기술을 통

해 그 의미를 밝히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단계이기에 “증명의 맥락”이 

아닌 “발견의 맥락”(Giorgi, 1985) 내에서 연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들이 경

험하는 영성 경험의 실체와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본 

연구와 더불어 상담자의 영성 경험과 변화에 대한 연구가 쌓이게 되면, 

추후 연구에서는 근거이론 방법이나 합의적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상담

자의 영성발달에 대하여 보다 구조적인 이해를 하고 나아가서 국내 상담

자들의 영성발달을 이론화 하는 연구가 수행 될 필요가 있다.

참여자 정보에서 드러났듯이, 본 연구의 참여자 여덟 명 중 다섯 명

은 개신교, 한 명은 천주교, 한 명은 무교, 한 명은 모든 종교를 수용하

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참여자의 종교가 다양한 것은 종교적인 관점

의 영성 뿐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보편적인 의미의 영성을 다루기 위

함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참여자의 영성과 

종교가 없거나 다른 종교의 참여자가 경험하는 영성의 차이점을 구별하

여 드러내지는 않았다. 추후 연구에서는 동일 종교를 가진 상담자들을 

연구 참여자로 하여 특성을 드러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

는 본 연구에서도 드러났고 많은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것처럼 영성의 경

험은 초월적 존재에 대한 인식과 관계 경험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데, 본 연구는 보편 영성 차원에서 영성을 다루다 보니 오히려 종교가 

있는 참여자의 깊이 있는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

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상담경력이 15년 ~ 34년에 이르는 숙련상담자였

고, 이들의 나이는 40대 중반부터 60대 초반에 이르렀다. 인간에게 부여

된 영성은 생득적인 것임을(Frankl, 1965; Jung, 1933) 고려하면, 나이가 

많거나 숙련상담자가 아닌 나이가 비교적 작거나 경력이 짧은 초보상담

자에게서도 영성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나이가 많은 숙련상담자가 

더 많은 경험을 나누어 줄 것이라는 것도, 어쩌면 연구자의 선 이해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기에 그러한 선 이해를 뒤로 하고, 나이가 적은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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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담자의 영성에 대한 이해나 영성적 체험에 대하여 질적 연구를 통해 

밝혀 그들의 영성 경험에 대하여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상담자의 영성 발달

에 대하여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자가 후속연구에 제언하는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거이론방법이나 합의적 질적 연구(CQR)방법 등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상담자들이 상담을 통해 어떻게 영성을 발달시켜나가는지 이론

화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둘째, 동일 종교를 갖고 있는 참여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상담에서 

체험하는 영성에 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초보상담자들이 상담에서 경험하는 영성적 체험에 대하여 연구

하여 초보상담자의 영성적 체험을 밝힘과 동시에 숙련상담자의 영성적 

체험과 비교하는 연구를 통해 영성의 발달을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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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1 > 연구 참여자 모집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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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 > 연구 참여자용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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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3 > 연구 참여자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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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4 > 사회 인구학적 특성 질문지

사회 인구학적 특성 질문지

 연구 참여에 동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연구를 위하여 다음 정보를 기

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No.

                 

성별  남 , 여 

나이  만    세

전공 및 최종학력

(졸업 년도) ( 졸업년도 :        )

상담 경력

(수련 경험 포함)

소지하신 

상담관련 자격증

결혼 햇수

자녀 수

종교

연락처
전화번호 -

이메일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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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5 >

면담 질문지

숙련상담자가 상담관계에서 겪은

영성적 체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1. 어떤 이유로 상담을 하시게 되었나요? 
- 상담을 좋아하시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2. 상담을 통해 내담자뿐 아니라 상담자도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
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도록 한 경험은 어떤 것인가요?

3. 선생님은 자신의 영성 발달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4. 선생님은 상담에서의 영성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
게 생각하시도록 한 경험은 어떤 것인가요?

5. 선생님은 상담관계에서 어떠한 영성적 체험을 하셨나요?

6. 상담으로 인한 영성적 체험은 선생님의 ‘개인적’인 삶에 어떠한 
변화를 주었나요?

7. 선생님의 영성적 체험이나 영성 발달에 가장 영향을 준 상담(내
담자)이 있다면,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더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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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6 >

구성 요소 도출 과정

의미 단위 요약
하위구

성요소

구성요

소
상담자는 내담자의 엉킨 것을 풀어서 숨을 쉬게 해주

고, 물고를 터서 길을 내 줄 뿐 내담자의 삶은 내담자

가 가장 잘 알고 있음

(1) 

내담자가 

자신의 

삶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믿음

1) 

내담자에 

대한 

믿음과 

사랑;

;“나는 

쪼끔만 

그냥 

쪼끔만 

도와주

면”

못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 상담을 오는 사람들은 

다 잘 살려고 오는 사람들
내담자를 대할 때 이 내담자를 내가 고쳐주거나, 문제

를 해결해서 고쳐준다고 생각하지 않음
애를 쓰고 이런 사람들 옆에서 내가 같이 있어주고 이

해해주고 그들이 변화해 가는데 힘을 주는 사람
방법만 쪼끔만 알려주면 원래 잘 할 수 있는 아이들. 

그래서 “너 잘할 수 있어” 를 믿어주고 알게 해주는 

상담을 함
꽃이 활짝 펴야 되는데 (중략) 사람도 원래는 다 아름

답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
나는 그냥 작은 일부를 감당하는 거. 그게 내가 있어

야할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내 자리를 공유하는 것이 

상담

바쁘고 지금 쉬어야 되는 상황인데도 더 열정적으로 

정말 애정을 갖고 상담을 하게 됨
(2) 

내담자를 

향한 

애정이 

생겨남 

그 걸음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해나가면서 해 

온 내담자에 대한 고마움과 애정

내담자를 기다리면서 그것이 내 삶의 의미가 됨

겸허함을 경험하게 해 주는 것은 일반적인 대화와는 

달리 ‘상담에서만’ 특별하게 느끼게 됨 

(3) 

내담자의 

고통 

앞에서 

겸허해 

짐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고통의 무게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겸허해 짐

상담자는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을 내담자가 경험하며 

살아내고자 애쓰는 모습을 통해 인생을 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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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월적 존재와의 관계가 중요하고 순간순간 자각하고 

애를 쓰는 부분 임

(1) 

하나님을 

의식하는 

상담

2) 

초월적 

존재와

의 관계

영성은 하나님의 임재와‘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

까?’를 생각하는 것 
내담자가 기독교인인 경우에는 함께 손을 잡고 상담내

용과 관련하여 실제로 치유가 일어나도록 기도함
상담자와 내담자가 최선을 다하지만 상담의 성과는 하

나님이 끌어가심
나는 하나님의 큰 일 중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부분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은 때로 나를 통하여 내담자에게 사랑을 전달하

신다고 생각함
상담이 잘 안 됐을 때도,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지나치게 나 자신을 자

책하지 않으려고 함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담자를 볼 때, 이 내담자에게 필

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려고 노력함
내담자에게 “선생님이 편안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느

낌이다.”라는 말을 들음
(2) 

하나님과

의 

관계를 

재현

내담자가 관계의 본질이나 자기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내가 위로하고 지지하고 함께 해 나가는데, 이것은 내

가 하나님하고 경험했던 관계를 나누는 의미가 있음
내가 경험한 좋은 관계(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른 관

계(상담자와 내담자)에서 구현하고 재현하는 것 
내담자가 홀로 견뎌야 하는 마지막 자리, 어쩌면 신이 

필요하다고 생각 될 수 있는 그 자리를 경험하는 순간

(3) 

상담에서 

신의 

존재를 

감지

상담의 어려운 순간에서 한순간에 딱 실마리가 해결 

되는 지점들을 (하나님이) 나타나게 해 주심
‘상담선생님이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나도 다녀

야겠다’고 하여 상담자도 감동을 받음
때론 유독 내 주제와 비슷한 것으로 내담자들이 몰려

올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인가보다 라고 생

각이 듦

종교가 없는 내담자 중에 종교적인 경험이나 믿음의 

경험을 갖고 싶다는 내담자가 있었음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선생님 혹시 기독교인이세

요?” 라는 질문은, 영성으로 전달이 되는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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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대해 정서적ㆍ인지적ㆍ행동적으로 대처하고 반

응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 그 무언가에 대한 관심이 

상담에서의 영성

(1)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님

3) 

삶의 

의미 

발견

내담자가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고 초월경험을 하는 경

우 상담자에게도 간접경험이 됨 
문제가 갖는 의미,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것에 

대한 의미 등 , 내담자의 문제에 대하여 meaning 

making을 하는 것이 영성
문제해결 자체 보다는 문제를 통해 삶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함
우울감이 많은 내담자가 증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

니라, 내담자 스스로 자신을 초월해서 보는 상태가 영

성적인 상태
변화나 문제 해결의 차원이 아닌, 존재적이거나 본질

적인 이야기를 내담자가 하는 장면 
문제해결 이런 차원을 넘어서 내담자의 존재 가치를 

알게 해주고, 적응의 차원을 넘어서 어디로 가고 있고 

삶의 목적도 알게 해주는 상담을 하고 있음

(2) 

내담자의 

존재 

가치를 

일깨우는 

상담

각 존재가 굉장히 소중해서 신이 내버려 둔 게 아니라

는 것과 문제를 수용하도록 하는 상담을 함
20년 전 나름 성과가 있었던 상담임에도 불구하고 자

신을 누추한 존재로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상담자로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고민 함
내가 누군가의 필요한 순간에 힘을 주는 존재라는 것

에 대한 의미 발견
(3) 나의 

존재 

가치를 

깨달음

내가 충분히 그 순간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음
고통이 큰 내담자의 상담을 나 밖에 할 수 없음
상담이란, 삶이란,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힘든 것들을 

같이 해결하고 부대끼는 과정 (4) 

삶이란 

그냥 

경험하는 

것

운이 없으면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관계에서도 

배신을 당할 수도 있는 것처럼 이상적인 삶이 있는 것

이 아니라, 삶이란 각자가 삶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해가면서 사는 것 
삶은 한 걸음 한 걸음 그 순간순간이 중요하고 그 걸

음걸음 걷는 순간이 더 소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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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삶의 방향으로 간다는 가치관 보다는 우리가 같

이 사는 사람이니까, 맞닥뜨리고 부딪히는 것들을 해

결하고 조금 더 편안한 상태로 가기 위해 같이 부대끼

면서 사는 것
노래방은 세속적인 것이라 생각하고 싫어했는데 청소

년을 상담하며 가치관이 바뀌었음, 이것은 나의 성장

을 촉구함 (1) 

내담자와 

내가 

함께 

성장함 4) 

내담자

는 나의 

스승; 

“이 

분이 

나한테 

상담을 

받으러 

온 

거야? 

나를 

성장시

키러 온 

거야?”

동거에 대한 가치관을 다시 조율해 봄
특정직업인에게 갖고 있던 편견에 대해 반성하게 됨 
겉으로는 성공한 내담자일지라도 상담에서는 자신의 

취약하고 내밀한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

해서 상담자는 세상을 균형 있게 보게 됨
영성이 뛰어난 내담자를 만날 때 오히려 내가 성장함
내담자의 권위적인 교수 얘기를 듣고, 내 모습을 반성

하고 학생들과 더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함
우울한 내담자가 생기가 돌고, 상담이 삶이 터닝이 되

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기쁨

(2) 

변화를 

목도할 

때 

전달되는 

울림

내담자가 고통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같이 경험하는 것

은 기적을 같이 경험하는 것
우울증으로 힘든 동생을 상담해 주고 살아난 것을 보

는 것이 감사함

내담자의 변화를 보며 기쁘고 자신감이 생김

박사 후 첫 직장으로 청소년상담실에서 근무하였는데

‘하나님이 여기로 보내셨다, 이러한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상담공부 했었지’라는 마음으로 온 마음과 정

성을 다해 근무함

(3) 삶의 

목표가 

분명해 

짐

좋은 조건의 직장으로 옮길 기회가 없더라도 할 수 없

이 하는 마음이 아니라‘나는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이 

일을 평생 하고 살아도 좋겠다’라고 생각함 
연골이 찢어져도 경기에 나가는 운동선수 내담자를 보

며,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이 났고, 나도 나의 목표를 

확실하게 해야겠다고 다짐
앞으로 상담자를 키워내고 상담자들이 재충전 하도록 

돕는 일을 사명으로 생각함
하나님과 상담을 몰랐으면 지금의 모습이 없고 쓰레기

처럼 살았을 것임
내담자를 도와주는 것이 어릴 때의 삶의 방향을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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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기도 하고, 죽 상담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음 
지금도 ‘내가 원하는 미래 모습’이 무엇인지? 뚜렷

한지? 생각함 
‘내가 그 사람이라면 그 환경이라면 아니면 그 처지

에 있다면 나는 또 어떻게 살까?’고민하며 성장 

(4) ‘또 

하나의 

나’를 

만나며 

얻게 

되는 

지혜

상담은 철저하게 내담자의 자리에 서서‘이 내담자가 

바로 나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를 고민하는 

과정 

대학생의 맥락에서 나누는 이야기지만, 궁극적으로 인

간이 갖는 이야기이자 나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함 

서로 갈등하던 두 사람(집단원)이 내면적으로 찾아들어

가면서 서로 연결되는 순간이 영성과 관련된 장면

(1) 

연결감은 

충만함으

로, 

충만함은 

에너지로

5) 

연결감

한 사람 한 사람이 분투하며 살아가는 것을 안다는 

것은 서로에 대해 연결된다는 느낌
진솔한 마음을 만났을 때 충만감, 꽉 찬 느낌, 기쁨이 

있는데, 이것은 연결성에서 나옴
성폭행 등의 고통을 갖고 있는 내담자의 감정, 괴로움

이 나에게도 느껴질 때 연결감과 충만감, 꽉 찬 느낌, 

그 자체로 더 필요하지 않음을 느낌.
전이가 일어난 집단원의 작업에 온 집단원들이 나와서 

힘을 실어주는 찡한 순간
집단상담을 운영하고 나면, 사람들의 삶이 펴지는 것

을 보니까 웃음과 힘이 남
내담자와 연결되면 에너지를 함께 나누게 됨
내가 신뢰를 줬다는 것과 ‘받이’ 이런 게 되 줄 수 

있다는 것이 의미가 있음

(2) 

‘대상 

됨’에 

대한 

고마움과 

책임감

상담자라는 게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이런 것 뿐 만 아

니고 한 대상으로 있어 줄 수도 있구나.  
열심히 상담은 했지만 해 줄 것도 없고 한 것도 없었

던 것 같은 상담에서, 내담자가 고맙다고 인사하러 오

는 것을 볼 때, 누군가에게 좋은 대상이 되는 것은 반

가움과 책임감을 동반 함 
상담이 끝난 후에도 곱씹어 보게 되는 내담자를 떠올

리면, 자식을 어디다 보내놓고 멀리서 잘 살고 있는 

것을 지켜보는 마음이 듦 
내담자가 힘든 삶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상담자를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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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부로 받아준 것, 꿈이나 현실에서 그런 대상이 

된 것을 들을 때 찡한 순간이 됨 
상담자가 내담자들의 삶에 중요한 대상으로 자리 잡

는 것이 고마움 
상담자와의 관계가 특별했다는 내담자의 표현을 듣

고, 관계 자체만으로 의미를 주고 사람을 변화시킨다

는 것이 의미가 있음
상담에서 관계적이고 체험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데, 

내담자가 상담 관계에서 일어난 걸 말로 표현할 때, 

이것이 전달되었다는 자체가 의미가 있음 
약물치료도 받고 입원경력도 있기에 걱정했던 내담자

가 상담 종결 2년 후 찾아 와, 직장을 잘 다지고 있다

는 이야기를 들을 때 보람을 느낌 
관계 자체가 의미를 주고, 내담자가 변화해 가는 것을 

보고 감사함
내담자가 영혼을 다 까발리며 보여주기 때문에 그에 

걸 맞는 무언가를 해야 하는 자리
‘엄마가 보고 싶다’라는 말을 하던 내담자의 표정을 

떠올리면 먹먹함과 함께 숙연해 짐, 잊혀지지가 않음
(1) 나를 

잊으면 

더 

생생함

6) 나를 

잊은 

상태

9시에 시작한 상담이었는데 학생에게 중요한 순간이어

서 몰입되어 11시 30에 끝났음
몰입되어 상담을 하고 나면, 머릿 속에 그 한 내담자

만을 위한 길이 나는 느낌
상담자 마음 안의 복잡한 것을 들여다보고 마음을 가

라앉힌 뒤 내담자한테 집중할 수 있는 상태로 만나는 

것
(2) 

몰입을 

위해 

노력함

상담자가 자신의 마음 안에 깊이 머무르는 것, 그래서 

마음이 채워지도록 노력 함
굉장한 몰입을 강조하는 참선을 통해 상담에서도 몰입

되기 위해 노력함
상담시간 앞뒤로 시간을 비워 놓음
내담자와 경계가 흐려지며 하나가 되는 듯 한 매우 신

비로운 느낌을 경험 (3) 

하나됨을 

경험

내가 내담자의 이야기에 완전히 몰입이 되어서 나와 

내담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몰입되어 있

는 상

‘내 오장육부를 만져주는 느낌이었다’는 내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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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에 상담자도 가슴이 뛰며 하나 됨을 경험
하나가 되는 신기한 느낌은 내 온몸으로 내담자를 다 

받았다는 나 자신에 대한 놀라움 
상담에서 바로 성과를 보지 못하고 모호함을 견뎌내

고, 그냥 버텨야 하듯이 삶에서도 불확실과 모호함을 

견디는 것이 중요함 

(1) 

모호함을 

견디기

7) 

한계를 

만나 

수용과 

회복으

로

불확실성을 인내하며 무엇이 중요한지를 계속 성찰하

면서 생각을 좁혀가고, 그 과정에서 불안해하지 않게 

됨 
상담자로서 금방금방 해결책을 줄 수 없기도 하고, 한

계에 부딪히고 무력해지는 순간에 머물 수 있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음
아무리 물을 줘도 가을이 되어야 코스모스가 꽃이 피

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때에 성과를 못 봐도 견뎌야 

함
‘내담자가 자살하지 않을까?’ 위기감과 함께 오는 

고통
내담자를 보며 좌절을 통해 내가 강해지고, 하나님이 

내 소원을 안 들어주시는 것도 사람임을 다시 생각
성추행, 성폭력, 학대 등의 이야기를 들으면 상담자도 

임팩트가 큰 씁쓸함과 여운이 오래 가며, 고통의 깊이

를 간접체험하게 됨. 
(2) 

어찌할 

수 없는 

내담자의 

큰 고통 

속에 

함께 

뒹굴기

‘아~ 저러고 어떻게 살까?’위선적인 남편 때문에 힘

들어하는 내담자를 보며, 하나님이 원망스러움
장애가 있는 내담자의 한계로 괴로워 할 때 무기력함

을 느끼며, 같이 뒹굴기도 하고 나가는 길을 버티어 

줌
성폭행, 성추행을 당한 내담자의 고통은 상담자에게도 

큰 임팩트, 씁쓸하고 여운이 오래 감
위기학생에게 어떤 개입을 해야 할지 생각하는데 방안

이 떠오르지 않아 괴로움
상담 종결하는 날, 내 지갑을 훔쳐간 내담자 때문에 

심한 실패감으로 고통스러웠음, 내가 잘 할 수 없는 

것도 있고 나는 최선을 다할 뿐임을 알게 됨 (3) 

깨어짐상담종결무렵“내가 참 초라하게 느껴진다.”는 말을 

한 내담자의 쓸쓸한 표정이 생각나면서 내담자들이 어

떻게 자존감을 세워나가도록 도울지 생각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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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상담이나 빈자리가 있었던 사례들이 계속 기억

에 남고 영향을 줌 
조기종결 된 사례를 떠올려 보면, 내가 개발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내담자의 필요에 따라 변해야만 하는 갈

등이 있음
극심한 고통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있는 내담자 또는 

내 집단에서 상처받았다고 하는 내담자를 만나면, 한

계를 만나게 되고 ‘뭘 더 했어야 했나? 뭘 다르게 했

어야 했나?’ 생각하게 됨
외부의 평가를 받는 순간에 견디는 것이 쉽지가 않음
딜레마를 주는 상담으로 인해 나를 되돌아 봄
상담자이자 신앙인으로서, 종교나 다양한 요인으로 인

하여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랑하며 사랑하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으로 사명으로 생각함

큰 고통을 겪는 내담자를 만나면 오히려 새로운 것을 

발견할 것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됨 

만남이나 상담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우연이 아니며,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퍼즐 같은 경험의 한 조각을 

더 큰 전체와 연결시키며 그 경험의 의미를 탐색하는 

것이 영성이라고 생각함

(1) 한

사람의 

변화가 

또 다른 

변화를 

일으킴

8) 

공동체로 

흘러감

내담자와 일대일 상담을 하더라도 내담자 뿐 만 아니

라 내담자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아가도록 돕는 방향으로 상담함
내담자가 마음 속에 가족을 데리고 오기 때문에, 한 

사람만 상담해도 변화가 함께 일어남
우울감이 심한 내담자의 남편도 상담을 따라서 오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남
상담에서의 좋은 경험으로 친구들에게 상담자 역할처

럼 하는 경우, 갈등의 해결자 역할을 하는 경우는 상

담의 파급
내담자가 약해지면 아이들의 생존에 영향을 주는 사례

여서, 그 아이들을 생각하며 내담자를 회복시킴

문제는 관계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한 사람이 상담에 

와도 그 내담자 주변의 사람들까지 행복해지고 영향을 

받는 것. 즉, 한 사람이 변함으로써 그 공동체까지 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영성 



- 171 -

가족들에게 추억을 꼭 만들어 준다는 내담자의 말을 

들고,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뭉클해져 울었음

(2)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변함

여행을 좋아하는 둘째 아이를 위해 이제부터라도 가족

과의 여행 추억을 만들어 줘야겠다고 다짐

가족으로 향하는 에너지의 흐름을 재정비하게 됨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나 힘듦에 신경 쓰고 자녀들에게

는 기본적인 돌봄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 자각함

상담을 통해, 내 안의 쓰레기 같은 것들을 다 들여다

봤기 때문에, 남편과 아이들의 삶을 허용할 수 있었음

택시 탈 때마다 남편이 운전수 편한 장소에서 내리는 

문제로 답답했으나, 이제는 ‘운동 삼아 걷자’하며 

내가 양보하기도 함
내담자가 아이에 대해 마음을 기울이고 애를 쓰는 모

습을 보며, 내 아이에 대한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마

음을 다시 추스르게 됨 
내 아이들을 인내와 여유를 가지고 다시 물러나서 보

게 됨 
나와 엄마의 관계를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며 부모를 

이해하게 됨 
아이들을 대할 때 화나거나 지쳐있는 감정에 대해서 

성찰하게 됨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내담자

를 통해 배워서 실천하려고 노력 함 
“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잘못됐다, 왜 이렇게 사

냐?”라고 잘 안 하게 됨. 상담이 아니었으면 불가능

했을 것. 
내담자의 깊은 고통이나 아픔을 듣고 나면, ‘아! 사람

한테 실수로라도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자녀에

게 훈육이라고 생각하고 매를 들 수 있지만 아이 입장

에서는 상처가 될 수도 있겠다는 것을 체험
엄마로서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게 되고 물러나서 볼 수 있게 되어서 생

활 속의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게 됨 

어린 자녀가 자신이 죽는 존재라는 걸 알고 괴로워할 

때 상담자로서 훈련된 태도와 나의 영성에 관한 고민

들로 안정적인 케어를 제공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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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대학입학 재수기간에 아들의 모호한 상태를 존

중하고, 아들의 때를 기다리며 부드럽고 편안한 시선

을 보냄 

자녀의 이성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 내 생각을 주

장하지 않고 ‘내가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려고 노력

함 ; 상담 안에서 부모의 과도한 개입이 낳는 문제를 

보며 내 모습을 성찰한 결과임 

딸이 지금의 남자친구랑 결혼까지는 안 갔으면 하는 

걱정을 뒤로 하고, “잘 해봐” 할 수 있는 마음의 여

유가 생긴 것은 내담자들한테서 받은 삶의 지혜가 축

적되어 나타난 태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담자(수련생)에게 장학

금을 주는 제도를 마련

(3) 

베푸는 

삶으로 

이끌림

하나님과 나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

게 주신 지식이나 경험이 세상으로 흘러져 가기를 바

람 
자원 없는 청소년 내담자를 만나며 내가 사랑을 줄 수 

있는 대상을 넓혀야겠다고 생각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에 의미부여를 하게 되

고 무료상담을 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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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initiated out of the study question on how the 

spirituality of the counselor changed as the counselor experienced 

changes in the counselor's own spirituality after giving the counseling 

to the cli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or the counselor to 

understand the spirituality as he/she experiences and illustrate the 

structure of such an experience, with a view to shed light on the 

essence of the spirituality the counselor experiences during the 

counseling process.

  As there has not been any study to examine the spirit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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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d by counselors and the changes in such spirituality in South 

Korea, the researcher of this study turned to phenomenal methods in 

order to illustrate the nature of the experience. For this, Rather than 

examining and interpreting the detailed and contextual experience of 

the participants, the descriptive, phenomenal method of Giorgi(1985) 

was used to show the results as they are.

  Eight experienced counselors, with 15 to 34 years of experience in 

the field,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ir ages ranged from mid 40s to 

early 60s. As for the religious backgrounds of these individuals, five 

were Protestants, with one Catholic, one without a religion, and one 

individual who accepted every single religious idea. Six of these 

participants were female, and two were male. The data were gathered 

over the period from January 30, 2018 to June 1, 2018. During this 

period, each of the participants were interviewed at least once and 

some of them as many as three times. The analysis of the data was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phenomenological, qualitative 

analysis process of Giorgi, and the transcribed interviews of the 

participants were reviewed repeatedly in order to extract the units of 

meanings and the elements of experiences.

  The spirituality experienced by the counselor during the process 

of counseling turned out to have eight elements and 25 

sub-elements. And,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presented for 

each of these elements as follows;

  The first element and its sub-elements were <the faith and love for 

the client; the faith in the client that the client is knows his/her life 

best, affection toward the client, and having humble feelings when 

faced with the pain of the client>. The participants said the changes in 

their spirituality during the counseling process were possible because of 

the fundamental faith in and love of the clients. While the clients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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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ities that should bloom beautifully, they are withered and without 

livelihood temporarily. And, the participants believed that it was the 

participants that had the fundamental power to trigger a process of 

recovery, so that they can restore them from the lack of livelihood.

  The second element and its sub-elements were <the relationship with 

the transcendent being; counseling with the God in mind, reproducing 

the relationship with the God, and detecting the existence of the God 

during the counseling process.> The counselors with a religious faith 

found meanings of the counseling in reproducing the positive 

relationship they had with this transcendent being. Also, they notice 

and depend on the existence of the God, and experience detection of 

God's existence in a counseling process that is without a religious 

nature.

  The third element and its sub-elements are <discovery of the 

meaning of life; the problems are no longer problems, realizing the 

existent values of mine, a counseling process that identifies the existent 

values of the client, and absence of the meaning of life.> The 

counselors went beyond simply solving the problems of the clients, as 

they intended to trigger internal growth of the clients. With this, the 

counselors themselves identified the meanings of their own life and 

realize the cause of existence more vividly. On the other hand, there 

were some counselors that believed life does not necessarily have to 

have its meaning, because they believed that, as they continued their 

counseling practices, every moment of the life was precious to them. 

Rather, they did not see an ideal course of life that one should take, 

as the life itself is just meant to be experienced as it is.

  The fourth element was <the clients are my teachers; growing 

together with the clients, the resonance experienced when a change is 

witnessed, having a clear goal of life, and the wisdom encount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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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facing ‘another me.' > They experienced first-handedly that the 

encounter with the clients whom they are supposed to help helped 

them growing, with a resonance of joy and gratitude in the counselors 

themselves. And, they experience their goals of life become clear along 

with self-reflection.

  The fifth element is <letting go of the sense of oneself; things feel 

more vivid if one forgets him/herself, striving for engagement, and 

experiencing unity.> The counselors believed that the state of full 

engagement, or selflessness, was the manifestation of spirituality or 

spiritual status. If one forgets him/herself, the stories sound more vivid, 

and it is possible to capture every tiny reaction of the client. Also, in 

this state of engagement, some even experience the border between 

the counselor and the client being blurred, which is a wonderful, 

amazing experience that is beyond description.

  The sixth is <a sense of connection; the connection is deep 

satisfaction, and deep satisfaction is energy, and the gratitude for being 

an object and responsibility.> The counselors had a spiritual experience 

by feeling the connection with the clients. Once they feel this 

connection, the counselors feel satisfaction and empowerment, and they 

experience a function as an object that is special to the client. As the 

sensation of connection empowers the counselor, it is believed that 

experiencing such spirituality may prevent the counselors from 

exhaustion.

  The seventh is <from acceptance to recovery after hitting the limits; 

withstanding vagueness, collapsing in the face of the enormous pain of 

the client, and being shattered.> Before the counselors accept the limits 

of themselves and others, they experience various types of pain and 

limits. The pains and limits guide the counselors to an experience that 

they never had, and this process of transition may be painful to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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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in the end, they emerge with new acceptance and recovery. 

In this process, they are supposed to withstand vagueness, and this is 

something they must overcome. Also, as a counselor, they collapse in 

the face of pains that they cannot resolve with all their knowledge and 

experience, feeling shattered themselves.

  Eight is <transition into a community; a change in one person 

triggers another, a change in the attitude toward the family, and 

guidance to a life of sharing.> The influence from the counselor may 

spread to the client and other people around the clients. And, 

recognition and application of such a spread of change manifested as 

the spirituality that was experienced by the counselors. In addition, the 

counselors became capable of waiting out the vagueness of their family 

and even accepting them. Further, the embrace the life of sharing, 

providing free counseling services, etc.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it revealed the spirituality the 

counselors experienced as they provided counseling to the clients. In 

this study, it was possible to gather vivid testimonies of the counselors 

on what were the spiritualities in counseling they experienced based on 

the practical and vivid experiences. In South Korea, the studies on the 

elements and development of spiritual experiences are scarce to find, 

and the scales that are used in such studies are also borrowed from 

other countries. Under such a circumstance, it is believed that this 

study may be used as the basis for the studies related to the 

exhaustion of counselors and develop spirituality scales. 

  The practical implication of this study in counseling is that, by 

identifying the spiritual experiences of the seasoned counselors through 

this study, it became possible to examine the practical methods they 

employed in utilizing spirituality in counseling. Also, as this study 

presented a process in which the counselors became energized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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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seling rather than being exhausted, it sheds light on the methods 

or attitudes that could prevent or reduce exhaustion of the counselors. 

This verifies the notion that the counselors are not the persons that 

only give but are capable of receiving, so that their exhaustion can be 

prevented and they can find meanings in their life as a counselor, 

contributing to their growth into experts in a positive manner.

□ key words  :  spirituality, spiritual development, counselor's spiritual 

experience, experienced counselor, phenomenological study.

□ student number  :  2015-30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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