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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상담은 내담자의 성장과 변화를 위한 상담자와 내담자의 의도적인 만

남이며 그 둘의 관계가 진정(be genuine)할수록 효과적인 상담이 가능하

다. 이는 상담의 본질이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함으로 통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누리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담자 자신이 먼저

진정한 자신이 되어야 함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상담

자라 할지라도 상담관계에서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은 쉽지

않다. 상담관계에서 상담자의 진정성이 갖는 관계적 이점이 많으나 그

만큼 심리적 부담감도 함께 동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담자가 자신의

진정성을 발현하는 것이 상담관계에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이를

실제로 관계에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는 상담자가 상담관계에서 자신의 진정성을 어떻게 이해

하고 이를 발현하는지 그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

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관계에서 상담자가 경험한 진정성은 무

엇인가? 둘째, 상담관계에서 상담자의 진정성은 어떤 과정을 거쳐 발현

되는가? 셋째, 상담관계에서 상담자의 진정성 발현 과정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담경력 15년 이상의 숙련상담

자 18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상담 경

력은 평균 25.5년으로 수련감독 및 슈퍼바이저로서 그리고 상담자로서

상담 영역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참여자들을 통해 수집된 자료

는 질적 연구 방법 중 하나인 근거이론 접근방법(Strauss & Corbin,

1990)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방코딩(open coding)과정을 거쳐 면접 자료를 범주화한 결과,

158개의 개념, 41개의 하위범주, 20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둘째, 상담관계에서의 상담자 진정성 발현 변화 과정의 핵심범주는 ‘상

담관계에서의 비진정성의 자각 후 치열한 내적 씨름 및 자기와 타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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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통해 자기 본연의 모습을 관계 안에서 누림’이다.

셋째, 범주들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중심현상(Central

Phenomenon)은 ‘상담관계에서 자신을 드러내기 주저함’으’로 나타났다.

넷째, 인과적 조건(Causal condition)은 ‘상담관계에서의 난국에 봉착

함’, ‘상담관계에서 내담자 문제가 재연됨’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현상에 영향을 미치면서 패러다임 전체의 배경이 되는 맥락

(Context)은 ‘상담이론 트랜드의 변화’, ‘다양한 인생경험’, ‘다양한 상담

경험’, ‘세월의 흐름’으로 확인되었다.

여섯째, 상담관계에서의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상담자들의 작용/

상호작용 전략(Action/ interaction Strategies)은 ‘자신과 내담자, 상담에

대한 치열한 숙고’,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려고 노력함’, ‘상담관계에 적극

적으로 임함’, ‘내담자와 함께하기’, ‘지속적이고 주도적인 자기 검점을 위

해 힘씀’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이와 같은 과정의 결과(Consequence)는 ‘치료적 자아로서 기

능함’, ‘자기 존재를 누림’, ‘자기가 확장됨’, ‘상담에 대한 이해가 깊어짐’,

‘삶의 태도로 정착함’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도출된 범주들을 중심으로 상담자의 진정성 발현 변화 과정을

분석해 본 결과, ‘비진정성의 자각’, ‘치열한 내적 씨름’, ‘자기 및 타인의

수용’, ‘관계에 기꺼이 관여’의 순환적 반복의 과정을 통해 ‘자기 존재의

누림’의 과정으로 나아감을 확인하였다.

아홉째, 상담자의 진정성 발현 변화 과정의 특성은 자신의 ‘비진정성의 자

각’과 ‘치열한 내적 씨름’ 과정의 개인적 차원에서 ‘자기 및 타인의 수용’, ‘관

계에 기꺼이 관여’하는 관계적 차원에서의 변화과정으로 이어짐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상담자 진정성 발현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크게

환경적 요인과 개인내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개인내적 요인

은 다시 정서적 측면과 인지적 측면으로 나눠서 설명하였다. 먼저, 환경

적 요인으로는 ‘중요하고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의 충분한 수용’과 ‘동

료집단과의 지속적인 교류’로 나타났으며, 개인내적 요인의 정서적 측면

은 ‘수치심의 극복’이고, 개인적 요인의 인지적 측면은 ‘정신화

(meatalization)의 활성화’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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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숙련된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상담자의 진정성 개념을 구축하

고 진정성이 상담관계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 발현되고, 상담자의 진정

성을 촉진하는 요소들을 탐색하여 상담자들이 어떻게 진정성 훈련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진정성 경험에 대한 심층면접 및 연구는 보다 진정성 있는

상담자로 성장함에 있어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상담관계, 상담자, 상담자 진정성, 근거이론, 패러다임 모형
학 번 : 2012-3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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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상담은 내담자의 과거나 현재의 부적응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어려움, 사고방식, 행동양식, 대인관계 문제들을 해결해 가기 위한 내담

자와 상담자의 의도적인 만남이다. 따라서 상담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

기 위해서는 내담자와 상담자와의 협력적인 관계 형성이 중요하며 협력

적인 관계 형성에는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상호 신뢰가 핵심적인 요소이

다(이장호, 2001). 이는 지금까지 상담의 성과를 연구한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도 검증된 바 있는데, 성공적인 상담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

인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이며, 성공적인 상담의 주요 과정 변인은

상담자가 내담자와 얼마나 진솔하고 공감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가에 달

려 있음을 여러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되었다(Orlinsky, Grawe, & Parks,

1994). 또한 인간변화 과정에 대한 심리치료의 과학적 증거를 연구한

Mahoney(1991)는 상담자가 어떤 사람인지가 상담의 다른 요소들보다 훨

씬 더 많은 영향을 끼치며 상담기법보다 상담관계의 영향력이 8배나 높

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이런 연구들이 주는 시사점들을 종합

해 보면, 상담은 내담자와 상담자의 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그 관계를 통

하여 새로운 관계를 경험함으로서 성장하고 변화하는 만남으로 볼 수 있

겠다.

그렇다면 ‘성장과 변화를 이끄는 상담관계는 과연 어떤 것이며 무엇이

상담관계를 통한 성장과 변화가 가능하도록 한 것일까?’라는 의문점이

든다. 모든 상담관계가 성장과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

다. 어떤 내담자들은 상담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더 악화되기도 한다(Lambert & Ogles, 2004). 권경인 등(2011)은

이런 현상에 주목하고 상담성과가 낮은 내담자들의 상담경험에 대한 질

적 분석을 실시한 바 있다. 연구 결과, 상담에서 낮은 성과를 보고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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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자들은 ‘상담자와 관계에서 솔직하거나 자연스럽지 않음’, ‘상담자의 진

정성에 대한 의심’, ‘상담자의 전문성에 대한 아쉬움’, ‘역할로서의 상담

자, 사무적 관계에 대한 아쉬움’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ilsenroth 등(2002)의 연구에서도 상담성과를 높은 상담에서 내담자와의

상호작용에 집중하고 관계의 문제를 탐색하는 것 등의 중요한 전략이 선

명하게 드러나지만 낮은 성과의 상담에서는 이러한 관계나 상호작용의

경험이 생략된다는 점을 제시한 바 있다(권경인 등, 2011).

위와 같은 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가 진정어린 태도와

모습으로 내담자와 관계를 형성하는 태도, ‘진정성(authenticity)’에 주목

하고자 한다. 진정성은 Rogers(1957)가 치료의 필요충분조건 중 하나로

상담자의 일치성(congruence), 진실성(genuineness)을 제시하면서부터 상

담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주목받았다. Rogers(1989)는 그의 저서에서 자

신이 숙련자가 될수록 ‘내가 어떻게 내담자를 치료하고 변화시킬 수 있

을까?’라는 질문보다는 ‘어떻게 내가 내담자의 인간적인 성장을 위해 필

요한 관계를 제공할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상담관계에

서 상담자가 진솔(genuine)할수록 더 많은 도움을 내담자에게 줄 수 있

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소회를 밝힌 바 있다. 그는 진솔해진다는 것

(being genuine)은 자신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감정과 태도를 말과 행동

으로 일치되게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렇게 할 때 그 관계는

실제성(reality)을 가지게 된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상담자가 자신의 진정

한 모습(genuine reality), 비록 자신 스스로도 달가워하지 않는 모습일지

라도, 그 자체를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이 내담자로 하여금 그 안에서 진

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돕는 길이며 자신을 거짓 없이

탐색할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하는 길이 되기 때문이라고 피력하였다.

상담자의 진정성을 구체적으로 논하기 이전에 진정성에 대한 개념을

먼저 정리하고자 한다. 이는 진정성이 상담이론 및 학자들에 따라 조금

씩 다른 용어들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어 관련 용어들을 간략하게 제시

하고 각각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진정성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진정성은 여러 상담이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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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성(genuineness), 일치성(congruence), 실제성(reality) 혹은 투명성

(transparency) 등의 용어와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각 용어

가 지니는 의미는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박성희

(2014)는 그의 저서에서 각 용어가 지니는 의미를 정리하여 제시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일치성은 개인 체험과 인식의 일치, 인식과 표현의

일치를 의미하며, 진실성은 가짜가 섞이지 않는 순수한 마음으로 상대방

을 대하는 것이다. 실제성은 꾸밈이나 가장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말

하며, 투명성은 내면에서 진행되는 생각이나 느낌을 바깥으로 드러낼 때

있는 그대로 맑고 투명하게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각의 용어는 진

정성이 의미하는 바와 많은 부분에서 유사하지만 진정성과는 다른 측면

도 내포하고 있으며, 진정성은 이보다 더 크고 넓은 개념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구에서 진정성과 혼합하여 사용된 진실

성, 일치성, 실제성, 그리고 투명성과 같은 용어들을 통합하여 진정성으

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상담에서의 진정성은 상담자가 내담자를 만나는 동안에 상담자가 본연

의 자기가 됨을 의미한다. 이는 순간순간 변화하는 자신의 감정들을 무

시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부정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감정이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생겼음을 자각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상담관계에서

전문가적인 태도 뒤에 숨고자 하는 유혹을 피하는 것을 의미한다(김미

경, 2002; 김예실, 2018; 홍정순, 2017; Burks, 2009; Lambert, 1992;

Miars, 2002; Minnillo, 2007; Schnellbacher & Leijssen, 2009). 또한 상

담자의 진정성은 상담 장면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치료적 사건이라기보

다는 상담자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 경험을 있는 그대로 자각하면서

그리고 내담자에게 과도하게 동일시하지 않으면서 그를 이해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능력과 연관이 있다(홍정순, 2017; Truax & Carkuff, 1967).

상담자의 진정성은 내담자로 하여금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며 서로의 인간됨(humanness)에도 불구

하고 서로를 온전히 수용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발판이 된다(김미

경, 2002). 관계 속에서의 진실한 경험을 통해서 내담자는 있는 그대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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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모습이 수용되어짐을 경험하면서 자기 스스로도 자신에게 그러한

태도를 취하고 경험하게 된다. 상담 관계에서 상담자가 먼저 자기 자신

에 대한 이해가 깊고 자기의 경험을 왜곡하지 않고 지각하면서 이를 적

절하게 표현하는 것을 통해 내담자가 자신의 경험을 신뢰하고, 그의 현

실 자기와 이상 자기가 가까워지면서 자기 수용이 높아질 수 있다(김미

경, 2002). 반대로 상담자가 아무리 겉으로 좋은 태도와 완전한 언동을

한다 하더라도 상담자의 마음이 이에 일치하지 않을 때, 이 위선은 무의

식적으로 내담자에게 전달되며 내담자의 성숙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부영,2002). 상담자가 내담자를 공감하거나 존중하는 반응이 아무리

언어적으로는 정확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하지 않거나, 일치하지 않

는다면 그것은 내담자에게 성장 발달을 위한 영향을 줄 수 없다. 요약하

면 상담자의 진정성은 상담관계가 믿을 만하고 내담자가 자신의 어떠한

모습을 내어보여도 괜찮은, 즉 자신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경험해 볼 수

있도록 돕는 치료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상담자가 상담관계에서 자신의 진정성을 발현할 수 있는 능력

은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상담자가 자신의 본연의 모습으로 내담자와

함께 상담관계에 현존하기에는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 앞선 언급한 바와

같이 상담자의 진정성이 상담관계에 많은 유익을 가져다주지만 진정성

그 자체가 자칫 상담관계를 해칠 수 있는 많은 위험부담 역시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Gudjonsson & Siguredsson, 2004; Weaver, 2005). 상담자

가 진정성을 발현하는 과정에서 내담자가 상처를 입거나 상담자의 의도

를 의심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쉽게 거절이나 비난을 경험할 수 있다

(Martens, 2007). 또한 상담자가 자기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내담

자와의 깊은 만남을 촉진할 수 있지만 이를 내담자가 오해하거나 거절할

경우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위험도 함께 존재한다

(Goffman, 1959; Harter,1999; Schimel et. al., 2011).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내담자와의 상호작용이 과장되거나 잘못된 것일지 모른다는 불확

실감 및 다른 상담자나 슈퍼바이저에게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비쳐질까

에 대한 평가의 두려움 때문에 상담자의 진정성 발현이 저해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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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순, 2017).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는 자신의 진정한 의견이나 행동을

억누르고 내담자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는 다양한 형태의 체면유지행위로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상담자의 진정성 발현이 내포하고 있는 심리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상

담자가 상담관계에서 본연의 자기로 존재할 수 있는 심리적 강인성은 상

담자의 숙련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상담자가 임상경력이 많

을수록 상담자 진정성의 효과가 높게 나타났으며(Kolden et. al., 2011),

상담자가 경험이 많고 숙련될수록 내담자에게 좀 더 진정성 있게 되는

것이 편해지며, 진정성 있는 의사소통이 더 활발히 일어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Minnillo, 2007). 이는 상담자들이 임상적 전문적 경험을 쌓아가

면서 상담자의 진정성이 상담효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체험

적으로 알게 되면서 진정성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고 심리적 부담감이 있

더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진정성을 발현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Samuel,

1993). 또한 상담자의 숙련도에 따라 상담자의 진정성이 질적으로 다른

차원으로 변화하기도 하는데, 단순히 외적 환경을 반영하는 ‘기법에 근거

한 진정성’에서 ‘자기통합적인 진정성’으로 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홍

정순, 정남운, 2013; Heid & Parish, 1997). 요약하자면, 상담자의 진정성

은 상담관계에서 내담자에게 줄 수 있는 유익한 측면이 많음과 동시에

여러 가지 심리적인 위험을 함께 내포하고 있으며 상담자의 심리적 강인

성에 따라 상담관계에서 이를 발현하는 정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상담자의 진정성이 상담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중요한 요인임이 분명함

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

일이며, 상담자의 진정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 역시 아직까지는 미흡하다

(김미경, 2003; 홍종관, 2005; 이향숙, 2009; 유선옥, 2013; 홍정순, 정남운,

2013; 김예실, 2018; 김예실, 이희경, 2010; 홍정순, 2015, 2017; Burks,

2009; Minnillo, 2007; Schnellbacher & Leijssen 2009). Rogers(1957) 이

후 많은 학자들이 상담자의 진정성에 주목하였으나 이에 대한 경험적 연

구는 199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여러 상담학적 관점에서의 진정

성에 대한 고찰연구(Boccara, Gaddini, & Riefolo, 2009; Miars,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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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ri, 2008) 및 상담자 진정성에 대한 상담자 및 내담자의 경험을 탐색

한 질적 연구들이(Burks, 2009; Minnillo, 2007; Schnellbacher &

Leijssen 2009) 발표되었다. 또한 진정성을 측정하는 도구 개발 및 타당

화 연구들이(Goldman & Kernis, 2004; Lopez & Rice, 2006; Wood,

2008)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내에서도 2000년대 들어서면서 진

정성에 대한 연구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진정성에 대한 고찰 연구

(김미경, 2002; 김예실, 이희경, 2010; 홍정순, 정남운, 2013; 홍종관,

2005)를 비롯하여 상담자의 진정성과 상담관련 변인들과의 관계를 규명

한 연구들(김예실, 이희경, 2010; 김은지, 2016; 서준호, 이희경, 2014; 이

향숙, 2009; 이희경, 2016), 상담자의 진정성에 대한 질적 연구(김예실,

2018)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서 언급한 각 연구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선행연구

고찰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하지만 우선 위 연구 내용을 간략하

게 정리해 보면, 상담자의 진정성은 치료동맹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요소

이며 긍정적인 치료 효과를 가져 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김은지,

2016; 김예실, 이희경, 2010) 상담자 소진 방지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준호, 이희경, 2014). 또한 상담자가 상담관계에서 진정한 자

신의 모습이 되는 것은 상담자의 주관적 안녕감을 높이며(이향숙, 2009),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성향을 지닌 상담자들의 심리적 취약성을 온화할

수 있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희경, 2016). 그리고 진정성이 높은 상담

자는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화 반응이 낮으며(Kolden et. al., 2011) 상담

관계에서 진정성 있는 의사소통이 가능하며(Minnillo, 2007), 상담자의 진

정성은 수용, 공감, 구체적인 다른 기법에 영향을 미쳐 효과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나타났다(Schellbach & Leijssen,

2009).

앞서 제시한 선행연구들은 상담자의 진정성이 이론적으로나 임상적으

로도 상담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변인임을 충분히 밝혀주고 있으나 다음

과 같은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아쉽게도 상담자가 상담관

계에서 진정성을 어떻게 발현하며 그들이 보이는 진정성은 어떤 모습인



- 7 -

지는 명확하지 않다. 둘째, 상담자들이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진정

성을 발현하는데 심리적 부담을 경험한다는 현상학적 설명은 있으나 이

를 어떻게 처리하며 상담자로서의 진정성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어떤 노

력을 기울이는지 등의 과정적 요소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미하다. 다양

한 상담이론에서 설명하는 개념적 차원의 진정성이 아니라 상담자들이

상담관계에서 경험하고 체득한 진정성의 구체적인 특성에 대해서는 깊이

탐색되지 않았다. 셋째, 상담자의 경력에 따라 상담자의 진정성 발현 양

상도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Burks, 2009; Minnillo, 2007), 상담자

발달 단계에 따른 진정성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상담

자 진정성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무엇인지 등의 구체적인 탐색

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의 진정성에 대한 다양한 현상학적 연구가 필요

하겠다. 상담자의 진정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큰 개념이라서 전

문적이고 숙련된 상담자로서 성장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상담자의 진정

성이 사막의 신기루처럼 인식될 수 있다. 따라서 상담자 진정성의 구체

적인 실체가 무엇인지 명확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연구들이 필요하다.

또한 진정성에 대해 상담자 각자 나름대로의 암묵적인 정의를 가지고 이

를 상담에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자의 진정성 발현 양상을 탐색하고

그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특성들을 보여줄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해 보인

다. 또한 상담자의 진정성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개인적 특성은

무엇이며 보다 깊은 수준의 상담자 진정성으로 진화(進化)하기 위해 필

요한 노력들은 무엇인지 등을 살피는 연구 역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상담관계에서 경험

한 진정성 발현과정에 주목하고 그들이 지각하는 상담자의 진정성은 무

엇인지, 그리고 진정성 발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상담자들이 진정한 상담자로

발전하는데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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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연구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연구문제는 “상담관계에서 상담자가 경험한

진정성 발현 과정은 어떠한가?”이다. 이러한 분석 과정에서 상담자들이

지각한 진정성은 무엇이며, 상담관계에서 경험한 진정성 발현 과정의

중심 현상은 무엇이며, 진정성 발현 과정에서 드러나는 특성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진정성 발현과 관계되는 조건 및 촉진 요인은 무

엇인지, 그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지 탐색함으로서 상담관계

에서 상담자의 진정성 발현을 설명할 수 있는 실체 이론을 개발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상담관계에서 상담자가 경험한 진정성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상담관계에서 상담자의 진정성은 어떤 과정을 거쳐 발현되

는가?

연구문제 3. 상담관계에서 상담자의 진정성 발현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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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진정성 개념

진정성은 ‘스스로’ 혹은 ‘자기’(αυτoς, self, soi)와 ‘놓다’ 혹은 ‘세우다’(τ

ιθημι, put 내지 position)가 결합된 희랍어 authentikos(αυθεντικος)에

서 유래하였으며 ‘자유롭게 자신을 정립한다’는 의미를 갖는다(김홍중,

2009; 현남숙, 2007). 표준한국어사전에서는 진정성을 ‘참되고 애틋한 정

이나 마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진품’, ‘진실’, ‘진정한 자아 그 자체’,

‘내면상태와의 일치’, ‘도덕적 이상’ 등과 관련이 있다.

진정성은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진정성의 핵심요소인

주관성에 대한 이성적 접근을 강조한 플라톤을 시작으로 내부에서 기인

하는 자기 구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부여된 자기 제한을 포기하

는 것을 강조한 데카르트 및 니체,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개인으

로서의 진정성을 주장한 사르트르와 하이데거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철학 사조가 진정성 개념의 토대가 되었다(Davis, 2010).

진정성 개념은 한 마디로 분명하게 정의하기 어렵다. 진정성은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하기에는 모호하고 불분명한 개념으로 사회 각 영역에서

의미하는 바가 너무 다양할 뿐 아니라 용어에 있어서도 학자마다 진정성

에 대한 이해 및 정의에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Snyder(1979)는 진

정성과 비진정성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진정성은 진정한 자아 그 자

체를 의미하며 비진정성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숨기고

거짓된 행동을 보여주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았다. Kernis와

Goldman(2006)은 신뢰성, 차별성, 주체성, 일치성, 정직성 등과 같은 진

정성의 다양한 측면을 제시하면서 스스로에게 진실된 자아를 일상생활에

서 자기의지에 따라 작동시키는 것을 진정성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Harter(2002) 역시 진정성은 자기 인식(self-awareness)과 자기조절

(self-regulation)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가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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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감정, 신념을 가지고, 진정한 자아와 일치되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진정성이라고 보았다. 진실성과 진정성을 구분하여 설명한 Trilling(1972)

은 진실성은 타인에 대해 정직한 것인 반면에, 진정성은 자신에게 참되

고 정직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김예실, 이희경, 2010). 진정성에

대한 다양한 학자들의 관점을 종합해 보면, 진정성은 스스로에게 진실하

고 정직한 자아 그 자체로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가

치, 감정 등 내면적인 부분과 일치되는 외현적 행동으로 연결된다는 것

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철학적 탐구의 대상이었던 진정성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심

리학뿐만 아니라 과학적 연구의 대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주

목을 받기 시작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확산과 과학과 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은 다양하고 복잡한 관계망을 촉진시켰으며 사회적 네트워크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영향을 주고받는 사이버 공동체가 활성화 되는데 기여하

였다(최윤슬, 이경렬, 2013). 익명성과 개인의 사생활보호를 강조하는 사

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어느 정도 개인의 비진정성이 자신을 보호하는 중

요한 기제로서 작용한다는 인식이 팽배한 가운데 자기 상실에 대한 위기

의식이 철학 및 심리학, 사회학, 인류학, 관광학, 리더십 등 다양한 분야

에서 진정성을 주목하도록 하였다(최윤슬, 이경렬, 2013). 예를 들어, 관

광학에서는 개인이 각자의 진짜 자기 자신과 만날 때 비로소 경험할 수

있는 것, ‘본래 자기(authentic Dasein)’라는 하이데거의 개념에 근거하여

실존적 진정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변찬복, 2013: Wang, 1999). 이

는 여행을 본래의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정의하면서 진정한 자기됨

에 대한 감각을 되찾고 싶어 하는 현대인들이 여행에 대한 의미를 부여

하는 방식으로서의 실존적 진정성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 연구

영역의 많은 학자들은 진정성이 기업 명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브랜드 관리 맥락에서에서의 진정성에 주목하고 있다(Bosch, Kozinets,

Sherry, 2005; Doyleetal, Morre, Doherty, & Hailton, 2008). 마케팅 및

광고에서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진정성 요소가 소비

자들과 기업의 커뮤니케이션에 관여하며 브랜드를 통한 소비자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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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가 기업이 추구하는 핵심적인 이미지와 일치할 때 그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브랜드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최윤슬, 이경렬,

2013; Dimara, Skuras, 2003). 또한 기업이 진정성을 가진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 실패 상황에서 관계회복을

위해서 기업의 진정성이 담긴 회복노력이 필요하며, 고객이 기업의 회복

노력에서 어느 정도의 진정성을 인식하느냐가 서비스 실패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재방문의도를 자극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서문식,

민유진, 노태석, 2014). 진정성에 대한 심리학적 관점은 20세기 중반

Rogers(1957)와 Maslow(1968)같은 인본주의 심리학자들에 의해 그 중요

성이 부각되었다. 그들은 진정성이 진정한 자아와 관련이 있으며, 성실성

이나 정직이나 솔직함과는 달리 어떤 이의 그다움을 뜻하는 자기성의 문

제와 관련된 개념이라고 보았다(김세원, 2012). 즉, 진정성은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를 내보이고, 참된 마음, 진심을 온전히 다해,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는 자기다움을 바탕에 둔 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진정성에 대한 상담학적 관점

1) 인본주의적 관점

인본주의적 관점의 기본 가정은 사람은 본질적으로 계속 변화하고 성

장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 자신을 실현

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는 긍정적인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담자

의 자기실현의 경향을 촉진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상담자의 역할이

라고 본다. 따라서 상담자의 태도와 인간적인 특성, 내담자와 상담자 관

계의 질이 상담성과의 중요한 결정적 요소로서 강조되며 이러한 특성이

상담자의 진정성과 연결된다.

인본주의적 관점에서는 사람들이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없

는 것은 현재의 자기와 이상화된 자기 간의 불일치 때문이며 상담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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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본연의 자기의 모습을 수용하고 자기다움을 회복하는 것이 상담의

본질이라고 본다(김춘경 등, 2010). 그래서 무엇보다도 상담자의 진정성

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는 내담자가 ‘진정한 자신이 되는 것’의 밑거름

이 되기 때문이다. 즉, 상담관계에서 내담자는 자신의 어떠한 감정이나

생각이든 자유롭게 개방하고 자신의 어떠한 모습이든 상관없이 수용하면

서 자기 자신을 통합해 가기 위해서는 상담자의 진정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인본주의적 관점에서의 상담자 진정성은 Rogers(1957)가 제안한 실제

성(realness), 진실성(genuineness), 일치성(congruence)에 기반을 둔다.

여기서 실제성이란 상담자가 전문가적인 태도와 가면을 벗어버리고 자기

자신이 됨을 의미하고, 진실성은 상담자가 매 순간마다 떠오르는 감정이

나 생각에 대해 개방적임을 의미하며, 마지막으로 일치성은 상담자가 경

험한 바를 내담자에게 동일하게 표현되는 것을 의미한다(홍정순, 정남운,

2013). 이를 요약하면, 상담자의 진정성은 자신이 경험한 바에 개방적이

며 자신이 경험한 바를 있는 그대로 내담자에게 표현하면서도 자신을 잃

지 않고 오롯이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Rogers(1957)가 제시한 상담자의 진정성 개념을 상담자 자기이해, 상

담자의 태도, 상담자의 역할로 구분하여 설명한 연구(김미경, 2002)에서

는 상담자가 자신에 대한 이해와 수용(자기이해)을 기반으로 내담자가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안전하게 자신을 탐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

여(상담자의 태도) 내담자 스스로가 이제까지 부인했던 자신을 수용하고

진실된 자아가 되도록 돕는 것(상담자 역할)을 상담자의 진정성으로 보

았다.

또한 인본주의적 관점에서는 상담자의 진정성을 내적·외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기도 하는데, 내적인 측면은 상담자 자신의 내적인 경험

으로서 상담자 자신이 이에 얼마만큼 정직하게 접촉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며, 외적인 측면은 이러한 자신의 경험을 내담자에게 표현할 수 있

는 능력을 의미한다(Lietaer, 1993). 이는 상담자가 자신의 경험을 무분별

하게 내담자에게 노출을 하거나 감정을 표현하라는 것은 아니며, 내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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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기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나누어야하며

항상 공감적인 분위기에서 사용되어야 함이 상담자 진정성의 기본 전제

가 된다.

2) 실존주의적 관점

실존주의적 관점의 주된 관심은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세계를

있는 그대로 자각하고 이해하도록 하며,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그 자신

이 되도록 돕는데 있다(김춘경 등, 2010). 이를 구현하기 위한 상담자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내담자의 자각을 최대화하여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고

그의 선택에 책임을 지도록 조력하는 데 있다. 그 조력이 방법이 이 과

정에서 내담자가 자신 및 관계에 대하여 충분히 자각하고 그 자각에 기

초한 선택에 책임을 지도록 돕는 것이 상담자의 진정성이다.

실존주의적 관점에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삶의 의미

를 깊이 탐구하고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의 경험에 충실해야 함을 강

조한다. 그렇기 때문에 실존적 자기로서 현재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상담자의 진정성과 연결되며 이를 통해 내담자 역시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실존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 상담자의 진정성에는 Buber(1958)의

관점을 빼놓을 수 없다. Buber(1958)는 관계에서의 나와 그것, 나와 너의

방식을 구분하고 ‘나와 그것’의 도구적 관계가 아닌 인간관계의 근본이

되는 ‘나와 너’의 관계맺음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상담자가 자

신의 전체 성격, 정체성, 영혼을 가지고 자신의 존재를 상담관계에 들여

놓는 것이 진정성이라고 보았다(홍정순, 정남운, 2013).

3) 정신 역동적 관점

정신 역동적 관점은 내담자의 무의식을 의식화하고 자아를 강하여 하

여 본능의 요구보다는 현실에 바탕을 둔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조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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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그 목표가 있다(김춘경 등, 2010). 이는 내담자의 신경증적인 증상

이나 부적응의 근원이 내담자의 억압된 감정이나 충동으로 야기된다고

보기 때문에 내담자가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나 생각들을 자유롭

게 표현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이 내담자의 변화와 성숙에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윤순임, 2002). 따라서 내담자가 상담에서 자신을 자유롭

게 탐색하도록 촉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상담자의 진정성이다.

하지만 상담자의 중립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신 역동적 관점은 상

담자의 주관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진정성과는 거리가 멀게 보일 수 있

다. 여기서 상담자의 중립성을 강조한 이유는 상담관계에서 상담자가 자

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내담자에게 강요하거나 지나친 해석을 제공함으로

써 내담자가 자신의 내면세계를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윤순임, 2002).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상담자는 중립성

을 위해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경험과 과정들에 대하여 열려있어야 하

며, 스스로 진정성 있게 되도록 노력해야만 한다(홍정순, 정남운, 2013).

상담자의 진정성은 고전적 정신분석이론이 대상관계이론과 대인관계이

론으로 발전해 오면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두 이론은 공통적으로

상담자의 역할이 내담자가 자유롭게 자신을 탐색해 가는 과정에서 단순

히 관찰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들의 참조세계에 빠져들어 참

여자로서 상호작용하는, 보다 적극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Fonagy &

Target, 2014). 따라서 상담자의 내담자와 상호작용이 성실하고 진정한

참여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Levenson, 1982; Sullivan, 1953)

3. 상담자 진정성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1) 국외 상담자 진정성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국외에서는 상담자 진정성에 대해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져온 만큼 다

양한 주제의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상담자의 진정성을 존재방식임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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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하나의 상담 기술로 인식한 통합적 관점에서(Tudor & Worrall,

1994), 상담자의 진정성을 상담기법으로 인식하여 훈련을 통해 발달할

수 있다고 본 입장(Hammond et. al., 2002)과 정체성과 관련지어 상담자

의 존재방식으로 보는 입장(Vtmetal, 2002)간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

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상담자의 진정성을 존재양식으로 규정하든 상담

기술로 보든 간에 상담자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중요한 치료적 덕목임

은 분명해 보인다.

또한 진정성과 여러 상담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다. 상담 과정에서 진정성과 공감의 유기적 관계를 밝힌 연구

(Fosshage, 1995; Morstyn, 2002; Orange, 2002)에서는 진정성과 공감이

최적의 치료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이 둘

의 요소가 내담자의 내적 경험과 관계적 경험을 함께 조명해 주는데 진

정한 공감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상담자의 진정성과 치

료동맹 관계를 규명한 연구(Davis, 2015; Jung et. al., 2015)에서는 이 둘

변인이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고, 상담자의 민감성과 치료동

맹 관계를 중재하였음을 보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상담자의 진정성

이 공감이나 치료동맹과 같은 다른 치료적 변인들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

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치료적 요인들의 발판이 됨을 유추해 볼 수 있

다.

상담자의 진정성을 측정하는 도구 개발 및 타당화 연구는 인본주의적

관점의 상담자 진정성 개념에 기초하여 개발되었다. 대표적으로 Traux

Self-Congruence Scale(1966)을 들 수 있는데, 제3의 관찰자가 기록된

회기 내용을 보면서 상담자의 일치성을 평정하는 방식이다. 아직까지는

자기보고식으로 상담자의 진정성만을 측정하는 도구는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마지막으로 상담자의 진정성에 대한 질적 연구는 다음과 같다. 현상학

적 방법으로 인간중심이론을 지향하는 숙련된 상담자 9명을 대상으로 진

정성을 탐색한 연구(Adomaitis, 1992)에서는 ‘진정성 경험’과 ‘진정성 행

동’으로 분류하여 진정성을 탐색하였다. ‘진정성 경험’은 자신의 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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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이고 신뢰하며 잘 자각하는 것, 경험과 일치하게 행동하는 거, 균

형과 초점을 맞추는 것이며, ‘진정성 행동’은 정직하고 척하지 않는 것,

한 인간으로 현존하고 내담자에게 자신을 기꺼이 드러내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또한 다양한 이론적 배경을 가진 심리치료사 7명을 대상으로 상

담자의 진정성 경험을 탐색한 연구는(Minnillo, 2007)는 진정성이 치료적

동맹의 발달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지표이며, 작업동맹을 강화한다고 보

고하였다. 또한 상담자의 진정성은 ‘진정성 있는 경험’과 ‘의사소통’이라

는 두 가지 범주로 나눴는데, 이 두 범주는 적절한 시기와 내담자의 상

태를 고려하는 지속적인 여과과정을 통해 상호의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고 했다. Burks(2009) 역시 현상학적 접근을 사용하여 치료적 입장이 각

기 다른 치료자 14명을 대상으로 진정성 개념과 진정성 경험을 탐색한

바 있다. 그는 진정성을 단순히 경험함으로 터득되는 것이 아닌, 끊임없

는 성찰과 자기 탐색이 요구되는 태도로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질적 연

구들을 통해 상담자의 진정성은 내적인 과정과 의사소통처럼 행동으로

들어나는 부분으로 구분 지을 수 있으며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노력해

야 하는 태도임 확인할 수 있다.

2) 국내 상담자 진정성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국내에서 이루어진 상담자 진정성 관련 연구는 문헌 고찰 연구가 3편,

진정성과 다른 상담 변인과의 관계성을 검증한 양적 연구가 8편, 상담자

의 진정성 경험을 깊이 탐색한 질적 연구가 1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정성에 대한 문헌고찰연구는 Rogers의 인간중심상담에서 ‘진실성’의

의미를 탐색한 연구(김미경, 2002)와 상담자의 ‘진실성’에 관한 연구(홍종

관, 2005), 상담자 진정성에 대한 고찰연구(홍정순, 정남운, 2013)로 확인

되었다. 김미경(2002)은 Rogers가 제시한 ‘진실성’의 의미를 탐색하고 자

기 자신에게 드는 감정, 느낌들을 그 때 그 때 알아차리며 있는 그대로

불완전한 한 사람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에 대해 편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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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느끼며 수용하는 것이 상담자의 진실성의 의미라고 보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담자 내부에서 일어나는 경험의 흐름과 복잡하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흐름을 알아차려야 함을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상담자가 내담

자로 인해 지루함을 느끼고 그 느낌이 지속될 때에, 내담자와 함께 상담

자 자신이 느끼는 지루한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내담자를

위해서, 또한 상담관계를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지루함에 대해서

표현한 것은 상담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지, 내담자가 따분한 사

람이라는 추측된 사실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홍종관, 2005). 이는 상담자

자신의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어 내담자의 이야기를 듣는 데 어려움이 있

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자신의 감정, 지루함이나 두려움 등을 표현했

을 때, 그것은 오히려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 준다고 제안하였다(김미경,

2002; 홍종관, 2005). 두 연구가 상담자 진정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는 데는 의의가 있으나 인본주의적 관점으로만 보았다는 한계점을 드러

냈다. 이에 홍정순과 정남운(2013)은 한 가지 이론에 국한하지 않고 다

양한 관점에서 상담자의 진정성의 개념을 개관하고, 상담자 진정성 개념

이 갖는 개념화의 문제, 측정의 문제, 관련변인들과의 관계 검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상담자의 진정성에 관한 고찰 연구(홍정순, 정남운, 2013) 이후, 상담자

의 진정성과 상담관련 변인들과의 관계를 검증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이

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담자 진성성과 작업동

맹의 관계에서 소진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서준호, 이희경, 2014)에

서는 진정성과 소진이 작업동맹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상

담자가 내담자의 기대를 맞추려는 태도가 작업동맹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 상담자의 소진으로 인해 작업동

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는 상담 장면에서 상

담자는 긍정적인 상담관계 형성을 위해 여러 가지 상담기법을 활용해야

할 뿐 아니라,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

다고 보여 진다. 즉 상담자가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의식적으로 지각된

경험과 내담자에게 드러내는 행동 사이의 일치성을 높이고, 실제 자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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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경험과 의식적인 자각 사이의 차이를 줄이며, 내담자의 기대에 따

라가는 것이 아닌 상담자와 함께 목표를 형성해 가는 것이 상담관계 형

성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상담자가 진정한 모습으로

내담자의 기대에 맞추어 균형적으로 관계를 형성했을 때 긍정적인 작업

동맹을 형성할 수 있으므로 상담 장면에서 상담자는 긍정적인 상담관계

형성을 위해 여러 가지 상담기법을 활용해야 할 뿐 아니라, 진정한 자신

의 모습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검증되었다.

뿐만 아니라 상담자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정신건강 간의 관계를 검

증하는 연구(이희경, 2016)에서는 진정성이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이 높

은 상담자들의 심리적 취약성을 완화할 수 있는 변인임을 확인하였고,

상담자의 심리적 안녕에 진정성이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

였다. 또한 상담자 152명을 대상으로 상담자 진정성이 내담자와의 정서

적 유대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연구에서도(이은미, 2017) 내담자와의

정서적 유대감 형성을 위해 상담자의 진정성이 가장 설명력이 높은 중요

한 요인임을 확인했으며, 상담자의 진정성과 작업동맹의 관계를 118명의

상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도 상담자의 진정성이 높을수록 상담

자의 작업동맹의 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향숙, 2009). 또한

상담자의 진정성은 상담자의 역전이 관리 능력 및 타당화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진정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상담자는 효과적

으로 역전이를 관리할 수 있으며, 높은 수준의 타당화를 할 수 있게 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은희, 2016).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을 요약해 보

면, 상담자의 진정성이 상담자의 관계형성 기술 향에 중요한 요소이며

내담자와 긍정적인 작업동맹을 형성하는데 기여함으로서 상담 관계 및

성과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초심상담자의 진정성과 작업동맹의 관계에서 자기초점적

주의와 공감적 이해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연구에서는(김은지, 2016) 진정

성이 높은 상담자는 자기 몰입에 빠지지 않게 되고 이는 내담자를 공감

적으로 이해하는데 나아가 내담자와 작업동맹을 더 형성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높은 수준의 진정성은 일반적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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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자기몰입 수준을 낮추어 작업동맹의 질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상담자가 비방어적이고 유연한 태도록 자

신에게 주의의 초점을 맞추는 것은 공감적 이해와 작업동맹과 정적인 관

련이 있지만 상담자가 방어적인 방식으로 지나치게 자신의 일부에만 주

의를 기울이는 것은 공감적으로 내담자를 이해하고 작업동맹을 형성하는

것과 부적인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진정성이 있는 상담자일수

록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와 작업동맹을 잘 형성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그러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내담자를 공감적으로 이

해하는 것일 수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상담자 진정성과 작업동맹의 관

계에서 공감과 자율성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정명화, 2018)에서

는 상담자 진정성이 공감과 자율성 지지를 매개로 하여 작업동맹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상담자의 진정성이 높을 때 효과

적인 공감기술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의 내면

을 주도적으로 통찰하도록 하는 자율성 지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상담자의 진정성과 내담자가 보고한 작업동맹과의 관계(홍

정순, 2017)연구에서도 상담자의 진정성은 전문적 활동인 관계기술과 내

담자의 상담자 지각을 매개로 내담자가 보고한 작업동맹에 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는 상담자의 진정성에 대한 양적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면 상

담자의 진정성에 대한 질적 연구는 한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상담과정

에서 상담자의 진정성에 대한 상담자와 내담자의 경험을 탐색한 연구(김

예실, 2018)에서 상담자 10명과 내담자 11명을 심층면접하고 합의적 질

적 연구법으로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진정성은 상담자가

자신의 경험과 일치하게 표현하되 선택적으로 소통하며 시기와 방식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담자의 진정성은 내담자

와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고 그 순간에 온전히 머물며 상담자

가 내담자를 인간 대 인간으로 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역으로

상담자가 전문가의 역할로서만 존재하고 자신과의 관계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다고 지각했을 때 내담자들을 이를 비진정성으로 경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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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상담관계에서 상담자의 진정성 발현 과정에 대한 이

해 및 새로운 실체이론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질적 연구 방법

의 하나인 근거이론 연구방법을 채택하여 상담자들은 진정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상담관계에서 상담자가 자신의 진정성을 어떻게 발현

하며 발현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근거이론(Grounded theory)

방식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으로 근거이론 방식을 선택한 것은 근거이론이 현

상에서 적합한 개념이 아직 확인되지 않고 개념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구체화되지 않은 경우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는 연구방법

이기 때문이다(Strauss & Corbin, 1998).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상

담 관계에서 상담자가 진정성을 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론적 관점

및 당위성은 존재하지만 실제 상담 현장에서 상담자들이 자신의 진정성

을 어떻게 발현하며 그것을 어떻게 치료적으로 활용하는지, 그리고 진정

성 발현 과정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주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탐

구 및 그와 관련된 요인을 밝히는 연구가 미미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근거이론 방법을 통해 상담관계에서 상담자의 진정성 경험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1. 근거이론 접근방법

근거이론 접근방법은 특정 현상에 대한 기초적 이해가 필요할 때 그

이해의 요소들을 하나의 이론으로 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 주

제에 적합한 방법으로(박승민, 2017) 전통적인 양적 연구방법론에서는 얻

지 못했던 측면을 포착하는 중요한 과정을 서술함으로써 자료로부터 현

실에 대한 풍부한 설명을 발달시키는 연구방법이다(Buckley, 2013). 근거

이론 접근방법의 목적은 특정 현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제공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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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바탕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의 맥락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이론을

개발 혹은 생성하는 것이다(박승민, 2017). 따라서 특정 현상을 경험해

온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얻어지는 자료들에 기반을 두는 근거이론 접근

방법에서는 특정 현상을 잘 드러내 줄 수 있는 연구대상자를 표집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다(Corbin & Strauss, 2007). 이를 이

론적 표본추출(theoretical sampling)이라 한다. 이론적 표본추출을 통해

연구자가 보고자 하는 현상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연구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목적적이고 초점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 나가며 밀도 있

게 자료가 포화될 때가지 진행한다.

이론적 표본추출만큼이나 근거이론 접근방법에서 중요한 것은 연구자

의 이론적 민감성(theoretical sensitivity)이다. 이론적 민감성이란 연구자

가 관심 있게 보고자 하는 특정한 현상에 접근하여 자료의 의미나 가치

를 분별해 낼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기

존 자료와 현 현상에 대한 비교 분석뿐만 아니라 연구하고자 하는 특정

현상의 자료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며, 현상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관련 있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을 구별해 낼 수 있다. 따라서

근거이론 접근방법에서는 연구자가 이론적 민감성을 갖추는 것은 필수불

가결한 요소이다.

또한 근거이론 접근방법의 핵심적이고 주된 분석방법은 지속적 비교방

법(constant comparative method)이다. 지속적 비교방법은 자료를 수집

하고 분석해 나가면서 여기에서 출현한 개념들을 이전에 나온 개념들과

비교하는 것으로 이 개념이 얼마나 자주 출현하며 다양한 조건 하에서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다. 연구자는 자료 수집과정에

서 획득한 정보가 이전에 나온 개념들과 어떻게 유사한지, 혹은 어떻게

상이한지 지속적으로 비교하면서 범주화한다. 이러한 과정은 계속해서

되풀이 되어 자료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더 이상 새로운 통찰을 만들어

내지 못할 때까지 계속된다(Strauss & Corbin, 1998).

마지막으로 근거이론 접근방식의 기본적인 분석과정은 Strauss와

Corbin(1990, 1998)이 제시한 개방코딩(open coding), 축코딩(ax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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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ing), 선택코딩(selective coding)의 세 가지 과정이다. 개방코딩에서는

자료 수집을 통해 얻어진 정보들을 면밀히 읽고 조사함으로써 주어진 현

상에 적합한 이름을 붙이고 범주화하는 것이며, 축코딩은 개방코딩을 통

해 도출된 범주와 하위범주를 서로 연결시키는 것이다. 선택코딩은 앞서

개방코딩과 축코딩을 통해 추출된 범주들을 간통하는 핵심이 되는 범주

(core category)를 선택하고, 이야기 윤곽(story line)을 기술하며, 가설을

형성해 냄으로써 이론적 통합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근거이론 접근방식의 특성에 맞게 상담관계

에서 상담자가 경험한 진정성 발현과정을 잘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연

구 참여자 18명을 중심으로 진정성 경험의 본질적 특성이 무엇인지 이해

하고 진정성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확인하여 상담관계에

서의 상담자 진정성 발현 과정 모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연구 참여자

1)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에서의 연구 참여자 선정은 근거이론의 이론적 표집

(Theoretical sampling)에 따라 이론적 적절성을 가진 참여자를 표집하고

자 하였다. 근거이론에서 이론적 표집의 목적은 범주를 명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얻는 것으로 의도적 표집과 포화의 원칙을 충족

시켜야 한다(Charmaz, 2014; Strauss & Corbin, 1990). 본 연구는 의도

적 표집을 충족시키기 위해 표본 선정의 편리성에 기준을 두고 연구 취

지에 맞는 상담자를 임의로 표집하는 편의표집(convenience sampling)방

법을 활용하였다. 또한 포화의 원칙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개념과

범주의 확보가 포화될 때까지 참가자 면담을 지속하였다. 연구의 심층자

료에서 이론과 범주를 충분히 구성할 수 없을 때, 계속 새로운 참여자를

포함시켜나갔다. 상담자의 진정성과 관련된 선행 연구 및 참여자들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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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면담 자료를 비교, 검토하였으며 새로운 내용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다시 새로운 연구 참가자를 섭외하였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선

정된 연구 참여자는 총 18명이다. 이론적 표집의 적절성을 위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국내 상담관련 학회의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상담

자들로, 특히 상담활동에 적극적이고 임상경험이 풍부하며 자신의 이야

기를 진솔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상담자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

정하였다. 본 연구가 연구 참여자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

에 연구 참여자가 비교적 자신의 경험을 선명하고 꾸밈없이 표현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였다. 이는 질적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는 자신의 생생한

경험을 잘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Creswell,

1998).

둘째, 상담자 발달단계에서 상담 경력 15년 이상의 숙련상담자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이는 초급 상담자가 숙련된 상담자가 되는데 평균

15년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상담자 전문성 연구(Skovholt et. al., 1997)에

근거하였다. 또한 Kolden 등(2011)의 연구는 상담자의 임상경험과 진정

성 효과가 정적 상관을 보임을 제시하였고, Minnillo(2007)의 질적 연구

에서도 상담자가 경험이 많고 숙련될수록 진정성 있는 의사소통이 정교

화 되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Heid와 Parish(1997) 역시 상담자의 경력에

따라 기법에 근거한 진정성과 공감으로부터 자기통합적인 진정성과 공감

으로 변화해 간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2) 연구 참여자 특성

본 연구의 참여자는 18명이며 상담 경력이 평균 25.5년으로 국내 상담

관련 학위에서 수련감독 혹은 슈퍼바이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연령

은 40대 후반부터 70대 후반에 분포되어 있으며, 주로 정신역동 및 통합

적 이론적 지향성을 보였다. 연구 참여자 18명 중 남자 상담자는 5명이

며, 여자 상담자는 13명이었다. 이들 모두 청소년, 대학생, 성인, 노년에



- 24 -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내담자들을 경험하였으며 현재는 교수로서

재직하면서 상담활동을 이어가는 연구 참여자가 6명이고, 자신의 상담소

를 개소하여 상담 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는 12명이었다.

사례

번호
성별 상담경력 상담이론 지향성 현 상태

1 여 24 통합적, 정신역동 교수 및 상담 활동

2 여 28 통합적, 대상관계 교수 및 상담 활동

3 남 23 정신역동 상담 활동 전념

4 여 20 통합적, 정신역동 교수 및 상담 활동

5 여 18 현상학적, 인지 상담 활동 전념

6 여 30 정신역동 상담활동 전념

7 여 26 정신역동 상담활동 전념

8 남 26 정신역동 상담활동 전념

9 여 36 통합적, 정신역동 상담활동 전념

10 여 23 통합적, 인지 상담활동 전념

11 남 23 대인관계 역동 교수 및 상담 활동

12 여 18 통합적, 대상관계 교수 및 상담 활동

13 여 24 통합적, 정신역동 상담활동 전념

14 여 40 통합적 상담활동 전념

15 여 20 통합적 교수 및 상담 활동

16 여 20 신경학적 상담활동 전념

17 남 30 통합적 상담활동 전념

18 남 30 통합적 상담활동 전념

<표 1> 연구 참여자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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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연구절차

1) 연구의 주요 절차

본 연구의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주제의 선정 단계이다. 상담자의 진정성에 대한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해 연구의 방향을 정립하고 연구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예비

연구를 실시하였다. 문헌고찰 및 예비연구를 통해 상담자의 진정성 발현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연구 필요성을 확인하고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IRB No. 1805/001-013)을 받

았다.

둘째, 본 연구 절차의 계획 및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 마련 단계이다.

근거이론에 대한 문헌 고찰을 통해 근거이론을 활용한 연구의 과정 및

방법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을 진행하였다. 또한 참여자

선정 기준은 문헌 고찰을 통해 슈퍼바이저급 전문가의 추천을 기본으로

상담경력 15년 이상의 숙련된 상담자라는 기준(Skovholt et. al., 1997;

허재경, 김지현, 2009)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연구 주제와 관련된 선행연

구를 통한 지속적인 분석과 예비조사를 통해 면담 질문을 구성하고 연구

절차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셋째, 참여자 선정 및 자료수집단계이다. 연구자가 제시한 기준에 부합

하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제 면담을 진행하며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연구자의 선입견이나 가정 없이 탐구하기 위하여 반

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에 의한 심층면담을 통해 실시되었다. 면담을 시작

하기 전에 먼저 예비조사를 통하여 질문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시간은 1회당 평균 120분 이상 소요되었다.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를 위해 첫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자의 소속, 연락처, 연구목적과 방

법, 연구 참여의 자발성, 참여 의사 철회 가능, 인터뷰 녹음, 개인 정보의

보호, 추후 자료 폐기와 같은 연구를 연구 참여자에게 알려주고 동의를

얻었다. 또한 동의를 얻고 진행된 모든 면담은 연구자가 직접 실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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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진행된 면담내용을 모두 녹음하였

으며, 연구자가 직접 이를 전사하였다. 또한 면담 후에는 면담과정에서

연구자가 느낀 점이나 참여자들이 보여준 비언어적인 표현과 태도 등에

대한 인상을 메모하였고, 추가질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자와 이메일

이나 추가 인터뷰를 통해 보완하였다.

넷째, 자료의 분석 및 글쓰기 단계이다. 기초적인 자료의 분석은 그 이

전 단계인 참여자 선정 및 자료 수집의 단계와 함께 실시되었다. 즉, 본

면담을 실시한 이후에 곧바로 자료의 내용을 기록하거나 축어록으로 원

자료화하는 과정을 함께 진행하고 면담 과정에서 받은 인상과 떠오르는

아이디어 등의 연구자 관점을 정리하는 과정을 면담과 병행하여 진행하

였다. 이러한 기초적인 분석의 내용은 다음 참여자와의 면담에 관점을

제공하고 연구 질문을 초점화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면담과 분석을 진

행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새로운 범주가 등장하지 않는 범주의 포화를

경험한 이후 면담을 중담하고 자료의 본격적인 분석 및 글쓰기 과정을

진행하였다.

자료 분석의 구체적인 과정에서는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 코딩을 통해

범주화하였으며 이러한 분석의 과정을 타당하게 진행하기 위해 방법론의

전문가, 근거이론 연구 경험자, 지도교수와의 지도 및 자문을 수시로 실

시하였다. 분석 내용의 결과 및 논의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기초적

인 코딩 자료와 원자료를 참고하는 과정을 병행하였으며 중립적인 시각

을 확보하기 위해 본 연구의 대상자와 비슷한 특징을 지닌 다른 상담자

에게 묻거나 지도교수와의 지도 및 자문을 수시로 실시하고, 연구 참여

자에게 내용을 확인하는 등 연구의 신뢰가능성 및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

해 노력하였다. 이상과 같은 전체적인 연구의 흐름을 정리하면 [그림 1]

와 같다.

연구주제 선정

: 상담관계에서의 상담자 진정성 발현 과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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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연구 주제 선정 및 연구의 필요성 확인

Ÿ 예비 조사 후 연구의 방향성 정립

문헌 고찰 후 연구 문제 수립

연구 계획 수립

Ÿ 근거이론을 적용한 연구 절차 및 방법의 확인

Ÿ 연구 절차 계획 확정

Ÿ 연구 주제에 대한 문헌 고찰을 통한 지속적 학습

서울대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Ÿ 심의 신청 및 연구 승인

연구 참여자 선정

Ÿ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 마련

Ÿ 면담질문지 작성

Ÿ 예비 면담 진행

자료수집

Ÿ 연구 동의서 작성

Ÿ 면담 실시 및 면담 자료에 대한 녹음

Ÿ 연구자 메모 및 기타 참고 자료 수집

자료분석

Ÿ Strauss 와 Corbin(1998)에 의해 제시된 근거이론 접근방식으로 개방

코딩, 축코딩, 선택적 코딩의 순서로 분석

결과 및 논의

Ÿ 상담관계에서이 상담자 진정성 발현 변화 과정 모형제시

Ÿ 상담자 진정성 발현 과정과 관련된 가설 도출

Ÿ 상담자 진정성 발현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축출

Ÿ 연구의 타당성 검증

<그림 1> 본 연구의 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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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자 선정 과정

근거이론 연구에서 참여자 선정은 이론적 표본 추출(theoretical

sampling)과 이론적 포화(theoretical saturation)의 원리가 고려되어야 한

다(Strauss & Corbin, 1998). 이론적 표본 추출이란 연구자가 이론 개발

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참여자를 선택하는 것이다(Creswell,

2005). 연구자에 의해 선정되는 연구 참여자는 연구 과정에서 점차 형성,

발전되어가는 이론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개념들을 비추어, 이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대상이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

는 연구 참여자 선정 과정은, 현상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 나감

으로써 더 초점이 명확해지게 된다.

이론적 표본 추출 과정은 범주가 포화되는 순간 중단하게 된다. 이때

의 개념이 바로 이론적 포화이다. 근거이론을 활용한 연구에서는 면담을

시작함과 동시에 자료 분석이 실시된다. 자료 분석 과정에서 연구자는

개념과 범주를 도출하게 되는데, 추가로 수집되는 자료에서 새로운 범주

가 더 이상 확인되지 않으면 자료 수집을 중단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도 범주의 포화상태에 도달하여 비슷한 범주가 반복해 출현하는

것을 확인하여, 더 이상의 추가적인 자료 수집을 중단하였다(Charmaz,

2012). 이상의 과정을 거쳐 18명의 연구 참여자를 최종적으로 모집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3) 반구조화된 면담 질문 제작

근거이론에서 이론 개발에 활용되는 자료 중 면담 자료가 가장 핵심적

이다. 연구자는 연구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질문을 통해 연구 참여자로

부터 이론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얻게 된다. 따라서 면담 질문을 적절하

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문의 방식은 Charmaz와 Belgrave(2002),

Strauss와 Corbin(1998)의 제안한 연구 질문의 예를 참고하여 면담 질문

을 개발하였다. 면담 질문지 구성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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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과정을 통해 면담질문지가 개발되었다.

면담 질문지를 구성하기 위해, 먼저 진정성 구성 개념 탐색 및 척도

개발 문헌(곽소영, 이지연, 2013; 김예실, 이희경, 2010; 이선희, 임진영,

2016; 홍정순, 2015, 2017; 홍정순, 정남운, 2013; Miars, 2002; Shaw,

2004; Wood et al., 2008) 및 근거이론 연구 방법 관련 문헌(Corbin &

Strauss, 1990; Creswell, 2005; Charmaz, 2011)의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기초로 연구 질문을 구성하였다.

문헌 고찰을 통해 질문지 개발

1차 예비 연구 진행

Ÿ 예비조사 2인 진행

예비연구 결과를 기초로 1차 질문지 수정

Ÿ 1차 예비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1차 수정

Ÿ 예비 조사 연구를 통해 연구자가 설정한 연구 문제와 관련된 상담자

의 진정성 경험을 이해하고 이를 기초로 1차 질문지 수정 진행

연구 지도를 통한 2차 질문지 수정

Ÿ 근거이론으로 학위논문을 작성한 바 있는 교수 1인과 지도교수와의

논의 과정을 통한 2차 질문지 수정

1차 면대면 면담 진행 

면담 후 지속적 질문 수정

Ÿ 면대면 면담 진행 후 지속적 면담 질문 수정 및 보완

[그림 2] 면담 질문지 제작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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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자가 문헌 고찰을 통해 형성한 질문 목록을 활용하여 예비조사

를 진행하였다. 예비조사 시 연구 참여자에게 질문에 대한 검토를 받았

을 뿐만 아니라, 예비 조사 결과 후 상담자의 진정성 발현 과정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이해를 기초로 면담 질문 목록을 1차로 수정하였으며,

이를 다시 근거이론 박사학위논문을 작성한 경험이 있는 교수 1인에게

보이고 피드백을 받았다. 이후 이를 다시 지도교수와 논의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면담 질문지에 보완하여 2차로 수정하였다. 이후 이론적 표본 추

출 과정을 통한 면담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에 비추어 면담 질문이 지속

적으로 수정되는 과정을 거쳤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개발된 면담 질문

지를 활용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자가 본 연구를 위해 수집한 자

료의 종류에는 면담 녹음 파일, 면담 중 메모한 연구자의 기록 등이 포

함되었다.

면담 상황에 따라 질문의 형태를 조금씩 바꿔서 활용하였으나, 질문의

초점은 동일하였다. 또한 개방형 질문을 통해 가능한 연구 참여자가 자

발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세밀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본 연

구에서의 면담 질문지는 연구 과정에서 점차 목적과 초점에 맞게 구체화

되어 갔다. 근거이론의 면담 질문지 제작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면담 질

문이 연구 진행 과정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이다. 근거이론의 연구 방법

은 자료 수집과 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특징을 갖는다. 자료가 분석

될 때마다 범주가 도출되고, 이는 곧 추가적인 정보에 대한 탐색의 필요

성과 연결된다. 즉, 연구가 진행되면 될수록, 새로운 연구 질문이 추가되

거나 기존의 질문이 좀 더 초점에 맞게 변경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초기

면담에서는 연구 주제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질문하지만, 관련 개념들이

드러남에 따라서 점점 개념 간 관계를 묻는 구조화된 형식을 갖게 된다.

최종적으로 구성된 면담 질문은 <표 2>에 제시하였고 이를 기초로 본

연구자는 면담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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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질문 하위질문

상담자의

진정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Ÿ 상담자의 진정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Ÿ 상담 장면에서 본인의 진정성을 발현한, 기억나는 에

피소드는 무엇인가?

Ÿ 에피소드 안에서 어느 부분이 진정성의 발현이라고

생각하는가?

Ÿ 어떤 점에서 진정성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판단

한 근거는 무엇인가?

상담관계에서

상담자의 진정성

발현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드러나나?

Ÿ 상담관계에서 어떤 순간에 자신의 진정성을 발현하게

되는가?

Ÿ 상담관계에서 자신의 진정성을 발현할 때의 심리적

경험은 무엇이었나?

Ÿ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신의 진정성 발현에 대한 심

리적 경험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Ÿ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상담관계에서 자신의 진정성

발현의 모습을 어떻게 달라졌는가?

상담관계에서

자신의 진정성을

발현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였나?

Ÿ 상담관계에서 자신의 진정성을 발현할 수 있었던 힘

은 무엇인가?

Ÿ 자신의 진정성 발현에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나 사건,

요인들이 있다면 무엇인가?

Ÿ 상담관계에서 자신의 진정성을 발현하지 못하도록 막

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Ÿ 자신의 진정성 발현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해왔는가?

진정성을

중심으로

상담관계에서

어떤 변화를

경험하였나?

Ÿ 상담자로서 상담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진정성을 키워드로 놓고 보았을 때 상담관계에서 어

떤 변화를 경험하였나?

마무리 Ÿ 면담 소감 나누기

Ÿ 상담훈련을 과정에 있는 수련생들에게 진정성과 관련

하여 전달하고 싶은 의견 확인

<표 2> 면담 흐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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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근거이론방법의 분석절차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받아 면담 자료를 녹음하였고 수집

된 녹음자료는 면담이 끝난 직후 바로 텍스트로 필사하여 이를 원자료

(raw data)로 사용하였다. 면담 일지에는 면담 일시와 장소, 면담과정에

서 연구자의 느낌이나 궁금증, 그리고 완전축어록 둥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연구자가 참여자들을 면담했을 때 그들의 반응이나 태도, 느낌, 현

장의 분위기 등을 메모하여 면담일지에 기록하였다. 각 면담 사례를 완

전축어록 형태로 작성한 후에는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코딩

절차에 따라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 순으로 내용 분석방법을 실시하

였다. 분석 과정을 진행하는 동안 박사학위 논문에 근거이론 분석방법을

사용한 질적분석 전문가 1인과 검토 작업을 수차례 지속적으로 실시하였

다.

1) 개방코딩

개방코딩은 원자료를 통해 개념(concept)을 발견하고 이름을 붙이며

유사하거나 의미상 관련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개념들을 하위범주

(subcategory)로 묶은 후 범주(category)화 하는 과정으로, 이론화 작업

의 첫 단계이다(박승민, 2017). 본 연구에서는 면담한 내용을 한 줄씩 읽

고 분석해 가면서 의미 있다고 판단되거나 흥미로운 진술에 개념의 이름

을 붙였다. 개념은 연구 참여자가 경험한 최소 의미 단위를 도출하는 과

정으로 참여자의 진술을 그대로 인용하기도 하고 참여자의 진술이 의미

하고 있는 바를 추상적으로 해석하여 도출하기도 한다(박승민, 2017). 개

념 명명의 예를 들면,

이 친구[내담자]가 조금 더 굉장히 기분 나빠해서 뭔가 이것을 자기에 대한 

공격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좀 들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다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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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올 때 이 친구가 혹시 안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나 염려..굉장히 기분 나

쁘게 받아들였을까? 하는 것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참여자 5) ☞ 갈등관계에 

대한 두려움

  정말 모르는데..진짜 모르는데....근데 내가 잘 모르는 건지, 내담자를 만나기 

위한 부분인건지...이게 헷갈리는 거고...초심 때는 이게 정말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닌 건지 확신이 안 드는 상황 속에서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거 

같거든요. (참여자12) ☞ 자신의 경험에 대한 혼란

2) 축 코딩

축코딩은 개방코딩과정에서 도출된 범주들을 중심으로 이들을 체계적

으로 발전시키고 연결시키며 범주들 간의 관계를 밝히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는 연구 참여자가 경험한 중심현상, 이 현상과 연관된 다양한 조

건들, 작용/상호작용, 결과에 이르는 범주와 하위범주 간의 관계 또는 연

결을 분석하는 범주 분석을 포함하여 자료에서의 작용/상호작용의 연속

적 연결을 탐색하는 과정분석이 이루어진다. 본 연구의 범주분석을 통해

도출된 상담자 진정성 발현과정은 상담관계에서 자신의 비진정성 자각을

시작으로 치열한 내적 씨름과 자기 성찰 및 자기와 타인 수용, 적극적인

상담관계 관여의 과정을 거쳐 관계 안에서 자기 존재의 누림으로 확인되

었다.

3) 선택적 코딩

선택적 코딩은 범주를 통합하고 정련화시키는 과정으로 분석의 차원을

이론으로까지 발전시키는 과정이다(Strauss & Corbin, 1998). 이 과정에

서는 이 연구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중심주제인 핵심범주를

결정하고 개념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이야기 윤곽 또는 줄거리(story

line)적기, 도표 사용하기, 메모 정리하기와 검토하기 등의 방법 등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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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다(박승민, 2017).

본 연구에서도 원자료를 여러 번 읽으면서 상담자가 자신의 진정성을

발현해 가는 과정에서의 변화 특성을 아우르는 핵심범주를 찾고자 노력

하였다. 또한 상담자의 진정성 발현 과정의 세부적인 유형을 나누기 보

다는 각 참여자의 발현 과정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깊이 탐색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연구자에게 연상된 생각이나 질문들

을 적어둔 메모가 매우 유용하게 쓰였으며, 범주간의 관계와 작용/상호

작용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데는 도표나 그림이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도구들은 개념간의 관계 및 참여자간의 상호작용을

보다 명확하고 가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연구 결과를 통합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5. 연구의 타당성 평가

질적 연구방법론은 연구자의 주관적인 통찰이나 발견, 해석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질적 연구 평가에 적합한 기준이 명확히 서술되어야 한다

(박승민 등, 2012).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실

적 가치(truth value), 적용가능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중

립성(neutrality)을 제시한 Guba와 Lincoln(1985)의 기준을 따르고자 한

다. 여기서 말한 사실적 가치는 연구의 발견이 얼마나 실재를 정확하게

반영하였는가를 말하며, 적용가능성은 연구결과가 연구가 이루어진 상황

밖에서도 적합한지를 그리고 독자들이 연구결과를 읽었을 때 자신의 고

유한 경험에 비추어 보아 의미 있고 적용가능한지를 보는 것이다(박승민

등, 2012). 그리고 일관성은 연구자에 의해 사용된 절차를 다른 연구자가

따라 갈 수 있고 연구자의 자료, 시각, 상황에 전현 모순되지 않는 비슷

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가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중립성은 연구과정

과 결과에 편견이 배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앞서 제시한 기준으로 본 연구의 절차와 결과를 검토한 바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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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첫째, 사실적 가치는 신빙성으로 현상을 얼마나 생생하고 충실하게

서술하고 해석하였는가를 의미하는데,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

들과 지속적으로 연구에 대한 자료를 주고받으며, 검토 받고, 피드백을

받는 과정을 통해 연구의 신빙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본 연구는 참여자

의 모든 진술 내용을 녹음하였고, 이를 원자료화 하였으며 자료의 반복

적 확인을 통해 누락되거나 왜곡된 내용이 없도록 하였다. 그리고 근거

이론으로 논문 작성 경험이 있는 교수 2인 및 지도교수와 함께 수집된

자료와 분석 과정 등을 논의하였으며, 이를 자료 분석에 지속적으로 반

영하였다. 마지막으로 추후 면담을 통해 연구를 통해 명명된 개념과 범

주가 실제를 잘 드러내고 있는지 연구 참여자에게 검토 받는 과정을 거

쳤다.

둘째, 적용가능성 기준은 질적 연구에서는 적합성(fittingness)이란 개

념으로 설명되는데, 연구 결과로 제시된 내용이 다른 맥락이나 대상에

대해서도 얼마나 일반화할 수 있느냐에 관한 주제이다(박한샘, 2004). 또

한 독자들이 연구 결과에서 자신의 삶에 적용할 만한 것을 발견할 수 있

는지에 관한 준거이다. 본 연구에서는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상담자 진

정성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참여자들을 목적표집 하여 자료

를 수집하였다.

셋째, 일관성은 비슷한 참여자와 비슷한 설정에서 반복했을 때 그 연

구 결과가 동일할 것인지를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반구조화질문지

작성,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 자료 수집 절차, 분석 과정 등의 연구 절

차를 가능한 상세히 명시하려고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중립성은 연구 과정과 결과에 편견을 배제하였음을 의미하

는 것으로 앞서 제시된 신빙성, 적합성, 일관성이 충분히 확보되었을 때

획득된다. 이를 확보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편파적 관점이나

생각에서 연구 결과를 도출한 것이 아니라 근거이론연구 방법 전문가 및

지도교수들과의 자문을 통해 확인가능성을 향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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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상담관계에서 상담자 진정성 발현 과정 기본 구조

상담관계에서 상담자의 진정성 발현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구조

를 만들기 위해 참여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얻은 자료를 여러 차례 읽어

내용을 숙지하고 한 줄 한 줄 다시 읽어가며 주요한 개념을 찾아 이름을

붙이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개념을 명명하고 범주화시키

고 범주의 속성과 차원을 정리하였다. 개념의 이름, 범주의 이름을 부여

하는 과정에서는 열린 사고를 갖고 더 적절한 이름이 떠오르는 경우 새

롭게 이름을 붙이는 등 추가적인 작업을 여러 차례 실시하였다.

전체적인 범주를 완성하기 전에 각 참여자에 대한 개별적인 범주표를

작성하였고 각각의 범주표를 다시 하나로 수렴하는 순차적인 과정을 진

행하였다. 전체 참여자의 분석 내용이 수렴된 개념, 하위범주, 범주내용

을 작성한 후 이를 선별하고 요약하는 과정을 통하여 다음 <표 3>와 같

은 범주표가 도출되었다.

최종적으로 구성된 자료는 158개의 개념, 41개의 하위범주, 20개의 범

주이다. 범주화과정에서 근거이론의 방법으로 학위논문을 작성하여 박사

학위를 받은 교수 1인, 근거이론 연구방법으로 오랫동안 연구를 진행하

고 교육시키는 교수 1인에게 지속적으로 검수를 받았으며 대학에서 상담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수 3인과 오랫동안 사설상담센터에서 상담자로 활

동하고 있는 상담전문가 2인에게 자문을 구하고 결과를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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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하위범주 범주
패러

다임

Ÿ 상담자가 불편감을 경험하든 내담자가 불편

감을 감지하든 암묵적으로 서로 불편함을 경

험

Ÿ 상담관계에서 뭔가 삐거덕 거린다는 느낌을

감지

Ÿ 상담을 하면서 어려운 마음이 올라옴

관계가

불편함을

감지

관계의

난국에

봉착함

Ÿ 상담에서 뭔가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Ÿ 상담 관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

막함을 느낌

Ÿ 이해된다는 식의 대응방식으로는 더 이상의

진전이나 효과가 없다고 판단됨

Ÿ 공감이 잘 먹히지 않는다고 느낌

상담에

진전이

없음

Ÿ 내담자가 진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고 느낌

Ÿ 내담자가 보고하는 내용과 비언어적인 부분

이 불일치함을 인식함

Ÿ 내담자가 하는 말과 그 말로 인해 상담자한

테 유발되는 감정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인식과

느낌의

불일치

경험

Ÿ 내담자의 문제(ex. 대화패턴, 비언어적 제스

처, 대인관계 대응방식 등)가 상담관계에서

재연됨

Ÿ 내담자의 모습을 mirroring 해줘야 하는 순간

이라는 판단이 듬.

Ÿ 현실적인 관계 경험을 함께하면서 관계 부딪

침을 함께 다루어 보는 경험이 필요함을 인

식

상담관계

를 다룰

필요가

대두됨

상담관

계에서

내담자

문제가

재연됨

Ÿ 공감을 강조하던 분위기에서 벗어남

Ÿ 상담자의 역전이 또는 상담자 경험을 중요하
-

상담이

론
맥락

표 3. 상담자가 상담관계에서 경험한 진정성 발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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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생각하는 학문적 분위기가 형성
trend

변화

Ÿ 나이가 들어감(biological maturation)

Ÿ 경력이 높아짐
-

세월의

흐름

Ÿ 소소한 또는 중대한 인생경험을 함(ex. 출산,

육아, 소소한 가족관계 갈등 etc)
-

다양한

인생

경험

Ÿ 다양한 상담기관에서 근무함

Ÿ 다양한 연령대의 내담자들을 만남
-

폭넓은

상담

경험

Ÿ 내가 지금 느끼는 이 느낌이 정말 내가 진정

으로 느끼는 감정인지 아닌지 혼란스러움

Ÿ 이게 내가 정말 제대로 느끼고 있는 거 맞나

하는 고민

Ÿ 자신의 미해결된 감정인지 내담자와의 관계

에서 경험되는 감정인지 헷갈림

Ÿ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내담자에게 도

움이 될지 확신이 서질 않음

자신의

감정에

대한

혼란스러

움

상담관

계에서

자신을

드러내

기를

주저함
현상

Ÿ 마음은 있어도 뭘 할 줄 모름

Ÿ 느껴지는 감정은 있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하

는지 잘 모름

Ÿ 자신이 감정을 표현한 후 내담자가 보이는

반응에 대한 뒷감당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

이 있음

어찌할

바를

모름

Ÿ 덜 부담스럽고 덜 위협적인 공감반응을 주로

함

Ÿ 자신 안에 일어나는 감정들에 대해 선택적으

로 반응함

Ÿ 방어적인 자세로 자신이 막아내야 할 자극에

집중함

방어적인

태도를

취함

Ÿ 내담자의 뭔가를 끄집어내서 내담자가 더 힘

들어지지 않을까 고민 됨

관계

갈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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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자신의 말을 내담자가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고민 됨

Ÿ 내담자가 안 올까봐 염려 함

Ÿ 내담자가 오해는 오해대로 하고 말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임

대한

두려움

Ÿ 자신이 전문가임을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감

이 있음

Ÿ 상담가로서 전문적이고 성숙해야 한다는 부

담감이 있음

Ÿ 내담자 앞에서 실수를 보이지 않으려고 애씀

Ÿ 이상화된, 정형화된 상담자의 모습대로 행동

하려고 노력함

상담자

역할에

취중

Ÿ 스스로 몰랐던, 모르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

솔직하게 피드백해 주는 동료집단과 지속적

으로 소통하고 교감

Ÿ 서로의 부족함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고 서

로의 성장을 위해 진솔하게 얘기할 수 있는

동료들을 주변에 둠

Ÿ 자신의 상담 선생님이나 슈퍼바이저와 솔직

하게 있는 그대로 자신을 드러내고 이를 수

용 받는 나눔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진행함

Ÿ 지도교수, 자신의 상담자, 동료, 가족 등 자신

의 민낯을 수용하고 받아준 사람들이 존재함

자신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사람들과

지속적인

교류

주변사

람들과

의

진솔한

관계

형성

중재Ÿ 내담자가 진실로 나아지면 좋겠고 내담자를

잘 돕고 싶음 마음

Ÿ 내담자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Ÿ 내담자가 건강해지질 바라는 마음

내담자에

대한

애정

내담자

와

상담에

대한

애정Ÿ 상담을 조금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음

Ÿ 상담을 잘하고 싶은데 생각만큼 잘 안된다는

상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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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낌이 많아서 늘 뭔가에 몰입하여 공부함

Ÿ 자신이 정체되어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불

안이 있음

열정

Ÿ 기질 상 탈권위적임

Ÿ 용감한 편임/ 배짱이 있음

Ÿ 그냥 입에 발린 말은 못함

Ÿ 마음에 없는 말을 잘 못함

Ÿ 어렸을 때부터 돌직구 스타일이었음

Ÿ 원래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는 스타일이었

음

상담자의

개인적

성격

상담자

개인적

요인-성

격 및

종교

Ÿ 신앙생활을 함

Ÿ 자신의 종교에 의지함

종교에

의지

Ÿ 매번 회기 보고서를 보면서 자신의 상담을

돌아 봄

Ÿ 상담 전 회기 내용을 보면서 내담자와의 만

남을 회고하고 자신의 경험을 반추해 봄

Ÿ 내담자와 하는 경험들이 상담관계에서 지속

적으로 반복되는지 체크해 둠

Ÿ 임상적 증거(그림 검사, 심리검사 등)와 자신

의 느낌을 함께 확인함

Ÿ 자신의 상담 녹음파일이나 녹화자료를 반복

적으로 확인하면서 자신의 상담을 객관적으

로 분석하려고 노력함

상담을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가짐

자신과

내담자,

상담에

대한

치열한

숙고

작용

/

상호

작용

Ÿ 내담자가 보이는 행동을 문제로 보지 않고

그 이면에 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와 맥

락을 탐색

Ÿ 내담자에 대해서 평가하기 보다는 그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려고 함

Ÿ 저 사람도(내담자) 나하고 매우 다르지 않다

고 생각 함

내담자에

대한

의도적이

고

의식적인

반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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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내담자의 행동을 보고 ‘저 속의 저 행동은 뭐

의 표현일까? 어떤 마음의 표현일까?’유추해

보는 시간을 가짐

Ÿ 상담에서 어려움이 발생하면 자신과 주로 대

화함. 자기스스로를 이해하기 위해 자신과 대

화를 많이 함

Ÿ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경험되는 자신의 감정

이 내담자 문제와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탐색

함

Ÿ 자기의 defense mechanism에 대해 자각함

Ÿ 나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불완전함이 어디

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매일 드려다 보려고

함

Ÿ 상담관계에서 느끼는 감정이 한 인간으로서

느끼는 나의 취약함 때문인가 아닌가를 구분

하려고 노력함

자기

성찰적

눈을

키움

(observin

g self)

Ÿ ‘이게 뭐지? 내가 지금 뭔가가 올라오는데’,

‘지금 뭣 때문에 내가 이런 감정이 드는 거

지?’ 자신의 마음에 무엇이 일어나는지 민감

하게 살핌

Ÿ 자신의 감정에 세밀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려

고 노력함

Ÿ 지금의 관계에서 자신에게 느껴지는 느낌을

충실히 잘 보려고 함

Ÿ 자기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투명하게

다 지각하려고 노력함

자신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

한

사람으

로서

자신에

게

충실하

려고

노력함

Ÿ 내담자와 관계에서 경험되는 자신의 감정이

어떤 것이든 인정하고 수용함

Ÿ 자기 자신을 문제로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봄

Ÿ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회피하거나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수

자신에

대한

깊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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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려고 노력함

Ÿ 자신이 내담자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인생을 살아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

Ÿ 자신이 상담자 역할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지만 항상 거기에는 누구든지 한계가 있음

을 인정함

Ÿ 부족해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내담자가 있

고 그런 내담자에게 최선을 다함

한계성

인정

Ÿ 내담자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자신을

꾸미거나 잘하려고 하기 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나가려고 함

Ÿ 주변 동료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음

욕심을

버림

Ÿ 자신이 불편해도 표현을 해야 하면 하고 자

신이 불편해도 안해야 하면 하지 않음.

Ÿ 자신의 감정 해소를 위해 하지 않도록 경계

함

Ÿ 상담자는 내담자를 위한 도구로서 존재함을

명심함

자신역할

에 대한

명확한

이해

상담관

계에

적극적

으로

임함

Ÿ 비난이나 비판적으로 들리지 않으면서 자신

의 마음을 정확하게 내담자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함

Ÿ 내담자와 소통하고 교감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 자신의 생각과 마음, 경험을 전달함

Ÿ 가장 자신의 정서에 맞닿아 있는 말을 하려

고 노력함

Ÿ 자신의 신체적(ex. 졸림, 멍함)·감정적(ex. 슬

픔, 답답함, 불쾌함) 느낌을 표현함

관계에

자기를

투입함

Ÿ 내담자와의 갈등 관계를 하나의 상담 과정으

로 인식함

Ÿ 지금 당장 갈등이 있어도 크게 신경 쓰지

갈등을

상담

과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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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음

Ÿ 갈등이 있어도 함께 하려고 하고 거부하지

않는 태도 유지함

Ÿ 적당한 혼란스러움이나 고난은 내담자에게

긍정적으로 작용(치유적인 혼란스러움)함을

인식함

Ÿ 당장은 내담자가 이해받지 못한 느낌을 갖지

만 나중에는 상담자의 진심을 깨닫게 될 거

라는 확신이 있음

인식함

Ÿ 쪽팔림을 무릅씀

Ÿ 좀 뻔뻔해짐
대범해짐

Ÿ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이슈에 휘둘려 반응

이 나온 경우, 내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달함

Ÿ 자신도 미숙하고 부족한 부분, 아픈 부분이

있어서 지나치게 표현이 되었음을 자각하고

인정할 수 있음

Ÿ 자신도 틀릴 때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 뒤에

이어지는 결과에 책임을 지고 수용하고자 하

는 태도를 지님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을

짐

Ÿ 자신이 상담관계에서 느끼는 바를 내담자에

게 확인

Ÿ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보이는 불편한 기색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물어봄

Ÿ 상담관계에서 뭔가 확실치 않고 석연치 않으

면 내담자에게 물어봄

Ÿ 이해되지 않고 잘 모르겠는 부분에 대해서

내담자에게 설명을 요청함

Ÿ 자신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전달하지 않고 자

신의 말이나 표현이 내담자에게 어떻게 전달

되었는지를 확인함

내담자와

함께

점검하기
내담자

와 함께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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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내 반응이 내담자에게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

킬 수 있을지 어느 정도 예측함

Ÿ 내담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만큼 솔직하게 표현함

Ÿ 느껴지는 것은 많이 있으나 필요한 만큼 표

현함

Ÿ 직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이나 감싸주는

후속 작업을 함께 진행함

내담자의

상태를

함께

고려함

Ÿ 내담자와 아무리 친해도 기본적인 상담의 틀

(ex. 회기 시간, 상담 비용 등)은 유지하려고

노력함

경계

설정

Ÿ 상담전문가 자격증 취득 후에도 정기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동료 슈퍼비전에 참여함

Ÿ 정기적인 슈퍼비전을 통해 사례에서의 자신

의 모습을 점검받음

Ÿ 자신의 상담자에게 힘든 사례에 대해 토로하

고 점검받음

Ÿ 내담자의 컴플레인을 통해 타성에 젖어 방심

했던 자신의 모습을 자각하고 반성하는 계기

로 삼음

자기

점검

시스템을

활성화

함

지속적

이고

주도적

인 자기

점검을

위해

힘씀

Ÿ 매너리즘(mannerism)에 빠졌음을 자각했을

때 빨리 빠져 나오기 위해 노력함

Ÿ 너무 바쁘지 않게 지내려고 노력함.

Ÿ 관련 서적을 꾸준히 봄

Ÿ 모든 게 발전하듯이 상담접근법도 당연히 발

전하기 때문에 늘 새로운 것에 열려 있는 태

도를 유지함

Ÿ 더 강력하고 더 효과적인 치료에 늘 열려있

고, 끊임없이 배움

자기

경계를

늦추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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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내담자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 같은 도구로서

자신을 활용함

Ÿ 상담자가 관계를 통한 도구로서 기능함을 인

식하고 활용함

Ÿ 자신의 감정에 대한 민감성 및 그것을 활용

할 수 있는 역량이 높아짐

Ÿ 좋은 도구로서 자신의 감정을 활용함

Ÿ 상담시간에 충분히 지금-여기에서 내담자의

말에 온 주의를 기울이면서 현존할 수 있음

상담도구

로서

자신을

활용 함

치료적

자아로

서 기능

함 결과

Ÿ 내담자로부터 영향을 덜 받고 내담자의 얘기

에 감정적인 반응이 줄어듬

Ÿ 내담자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더라도

비난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낼 수 있음.

Ÿ 내담자의 감정적인 반응이 반가움. 상담에서

생생하게 작업할 수 있는 소재가 됨을 앎

Ÿ 솔직하게 반응한 후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떻

게 해야 하는지 예상이 되거나 준비가 되어

있음

Ÿ 내담자를 위해 지금을 버텨주는 뚝심이 생김

내공이

쌓임

Ÿ 자신의 ‘감’을 제일 중요한 단서로 활용함

Ÿ 자신 안의 어떤 ‘울림’들을 적극적으로 활용

함

‘감’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Ÿ 내가 느끼는 이것이 지극히 괜찮은 느낌이라

는 자기 느낌에 대한 믿음

Ÿ 내 감에 대한 자신감/ 내 감정에 대한 믿음

Ÿ 내 느낌에 대한 자신을 갖게 됨/ 내가 느끼는

느낌이 뭐든지 간에 그걸 좀 있는 대로 경험

하고 받아들임

Ÿ 자기 진심에 대한 확신

Ÿ 자신의 심리적 건강성과 안정감에 대한 신뢰

가 생김

자신의

심리적

건강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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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그냥 이게 나야. 나는 나로 살 뿐이야.’

Ÿ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음

Ÿ 자신이 누구를 만날 때 힘이 들고 어떤 상태

에 취약하며 어떤 경우에 힘이 들어가는지

명확히 알고 있음

Ÿ 자신이 내담자에게 평가받는 사람이 아니라

는 것을 알고 평가는 자기 스스로 하는 것임

을 분명하게 인식함

Ÿ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보이는 부정적인 반응

은 과거의 중요한 대상에 대한 전이 반응으

로 인식하고 자기의 것으로 가져오지 않음

Ÿ 내담자와의 관계에 경험된 자신의 모습을 자

신에 대한 평가로 연결 짓기보다는 내담자의

내면세계를 이해하는 도구로 활용함

내담자의

평가로부

터

자신을

분리

자기

존재를

누림

Ÿ 내담자나 스스로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부터 자유롭고 당당해짐

Ÿ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내에서의 자유로움을

만끽함

Ÿ 내담자가 자신에게 보인 반응을 자신에 대한

평가로 보기 보단 상담자 역할을 해 나가기

위한 자료로 활용함

Ÿ 상담자는 나의 여러 역할 중 하나임을 인식/

전체로서의 나를 인식.

자신에

대해

자유 함

Ÿ 내담자가 자신의 마음에 들어와 지지고 볶고

하는 것을 감당해 낼 수 있는 마음의 크기가

커짐

Ÿ 내담자가 존재하는 방식, 삶을 살아가는 방식

을 존중함

Ÿ 내담자가 일일이 다 이해되지 않아도 ‘그에게

는 그만의 어떤 입장이 있을 것이다’라고 인

정이 됨.

내담자

수용

능력이

높아짐

자기가

확장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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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자신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

고 그 사람이 보이는 증상이나 문제를 바라

보는 시야가 넓어짐

Ÿ 내담자를 품는 마음, 인성, 인격,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수반이 되는, 내담자의 존재를

깊이 껴안는 능력이 발현됨

Ÿ 내담자의 존재 방식을 존중하는 것, 그 사람

의 삶 전체를 존중하게 됨

Ÿ 내담자의 문제가 내담자의 아픔의 표현이라

생각하고 한 인간으로서 그 아픔을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마음이 깊어짐

Ÿ 내담자에게 그 자신과 삶에 대한 정당성을

경험토록 함

인간의

다양성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짐

Ÿ 진짜 아픈 얘기, 어디서도 할 수 없던 이야기

를 하는 관계, 그 관계에 자신이 동참한다는

것은 엄청난 것임을 깨닫게 됨

Ÿ 상담이 할수록 한 인간에 대한 어려움, 한 사

람의 삶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함

부로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 어려움. 인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수용이 요구됨

Ÿ 상담관계만한 권력구조가 없음. 돈을 내고 상

담자에게 세상에서가 가장 취약한 자세를 취

하게 되는 게 내담자임. 따라서 함부로 다루

어선 안 됨

상담관계

를

바라보는

시선이

깊어짐

상담에

대한

이해가

깊어짐

Ÿ 주변과 나누고 소통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로

정착

Ÿ 상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을 공유

Ÿ 일상생활에서 소소하게 자신을 많이 표현하

고 나눔

자기표현

의

일상화

삶의

태도로

정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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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담자가 상담관계에서 경험한 진정성 발현 과정

본 절에서는 근거이론에서 제시하는 패러다임, 즉 인과적 조건, 현상,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결과에 따라 개념과 범주들을

엮는 중추적 코딩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의 진정성 발현 과정을 분석한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주요 서술과정은 분석한 자료에서 도출된 20개

의 범주들을 중심으로 참여자들의 내러티브를 인용하여 주요 장면을 제

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1) 인과적 조건: 현상 발생의 계기

인과적 조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하거나 발전하도록 하는 사건,

즉, 현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

담관계에서 변화가 요구되는 되는 맥락이 해당된다.

본 연구에서는 인과적 조건으로 “상담관계에서 난국에 봉착함”, “상담

관계에서 내담자 문제가 재연됨”으로 드러났다. 참여자들은 상담관계에

서 뭔가 삐거덕 거린다는 인상을 받기도 하고 서로 관계의 불편함을 느

끼고 있지만 겉으로는 이를 드러내지 않고 다른 이야기들을 에둘러 하는

등 상담관계에서 뭔가 막혀있는 듯한 느낌을 경험하였다. 또한 참여자들

은 내담자가 진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기도

하고 내담자가 보고하는 내용과 내담자의 비언어적인 부분이 불일치함을

인식하기도 하며, 내담자가 하는 말과 그 말로 인해 자신에게 유발되는

감정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이를 직접적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

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은 내담자의 문제가, 예를 들어 내담자

의 대인관계패턴이라든가, 대화패턴 등이 자신과의 관계에서 재연될 때

이를 내담자와 함께 다루는 것이 내담자의 성숙을 위해 필요한 작업임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내담자가 자신과 관계

에서 부딪쳐가는 과정을 통해 현실적인 관계 경험을 함께 다루어가는 경

험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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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담관계에서 난국에 봉착함

참여자들은 대체로 상담관계에서 뭔가 불편함을 감지하던가, 혹은 상

담 과정에서 어려운 마음이 올라올 때, 그리고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뭔

가 막혀있는 듯한 답답함을 경험하거나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전환이 필

요함을 느낄 때 상담자로서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바를 내담자와 소통하

고 싶은 욕구를 경험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내담자를 공감하고 이해하

고 수용한다는 식의 접근으로는 더 이상 내담자에게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거나 내담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자신과의 관계를

통해 알려줘야 할 필요성을 느낄 때 자신을 상담관계에서 드러내야 함을

인식하게 된다고 하였다.

참여자 3: 그 전에 쭉 해오던 방식들이나 태도가 내담자한테 더 이상 변화나 

임팩트가 없다고 느낄 때 그러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전까지 취했던 방식들

이 다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닐 수 있겠구나, 내담자와 맞서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럴 때, 그것도 솔직한 내 심정이고 생각이고 이런 거니

까, 드러낼 필요가 있겠구나, 그럴 때 인제...그렇지 않고 뭐...이해한다 이

런 식의 방식으로 해서는 더 이상 진전이나 효과가 없을 것 같을 때, 그럴 

때 그러는 것 같아요. <중략>  전체적인 흐름에서도 그렇고....어떤 행동의 

변화나 그런 것을 봐서도 그렇고....별 변화가 없을 때. 그럴 땐 좀 일종의 

상담의 전기? 전환점?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한번은 

어떤 내담자는 와서 잘 해요, 내담자로. 좋아졌다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느낌이 그게 아닌 거 있죠. 겉으로 보면 좋아진 것도 맞고 안정된 것도 맞

는데..근데 그게 이렇게 좀..뭐라 그러나...좋은 내담자 역할을 하는..그런 느

낌이 들 때도..(보고는 되게 잘..) 보고는 잘하고..보고대로라면 좋아진 것도 

맞는데...근데 너무 좋은 것만 이렇게...얘기를 하거나, 좋아진 것만 얘기를 

하거나...그게 이렇게 조금은 과장되거나 꾸며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

거든요. 

참여자15: 진전이 없을 때가 확실한 것 같아요. 상담에 진전이 없을 때...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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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전이 없어서 제가 진전이 없으니까 고민하게 되죠. 잘 풀리면 그 내담자

랑 끌탕을 안 할텐데...뭔가 잘 안 풀리고 찝찝하고 이러니까 진전이 없을 

때...<중략>...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또 정리를 하면서 되는 것 같고 진전

이 안 될 때.. 이게 분명히 나한테서 내가 걸려 있는 게 뭘까 보게 되니까 

그래서...

(2) 상담관계에서 내담자 문제가 재연됨

참여자들은 문제가 되는 내담자들의 대인관계 패턴이나 대화 방식, 사

고의 흐름,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자신과의 관계에서 재연될 때 이를

직접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음을 자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상담관계에서 드러난 사건들을 토대로 자신이 경험한 것을 솔직하게 얘

기해 줌으로써 내담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 수 있을지를 자신

과의 관계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판단이

드는 순간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내담자들이 자신과 인

간 대 인간으로 부딪쳐 보면서 현실적인 관계 경험을 받아 볼 필요가 있

으며, 자신의 관점에만 함몰되어 다른 사람들의 관점이나 생각, 경험을

미처 생각해 보지 못한 부분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는 순간을 마주하게 된다고 하였다.

참여자 5: 음....이 행동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좀...예를 들면, 아까 

그 지각하고 결석했는데 얘기를 안 한 친구도 그게 이제 봤을 때 이 친구

가 뭔가 좀 자기한테 불리하거나 사과하는 걸 되게 안하는 면이 좀 보였고 

그래서 저는 좀 되게 이건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내담자 문제

랑 잘 연결이 된다고 볼 때는 이것을 우리가 다룰 만하고 이게 확실히 좀 

소통할 만 할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근데 뭔가 느껴지

기는 하지만 나도 충분치 않을 때는 조금 더 두고 보고나..그쵸?...좀 더 확

실해질 때까지 기다려 보거나 하는 쪽인 거 같아요. (올라오는 감정이나 판

단이나 생각들이 내담자 문제와 연결되어 있을 때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제 인간적인 반응이 상대에게 어떻게 보일 수 있다

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 줘야 할 때도...(혹시 그럴 때가 어떤 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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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글쎄요...이 친구는 제가 화를 내거나 예의 없이 느껴진다고 할 

때 상대 감정을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았어요. 자기감정에만 초점을 두

어서. 근데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분명하게 전달해 주는 게 이 

친구에게 필요하다고 봤고 이 친구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한참 있다가는 

자기 다른 친구도 자기한테 화를 냈다고..-웃음- 

참여자 9: 내담자의 그 때 그 때..어떤 때는 우리가 내담자의 말을 많이 들어주

면서 많이 듣기도 하지만 그 때 그 때 중요한 국면에 내담자의 얘기를 듣

고 공감만을 해줘서는 뭐가 아닐 때가 있거든요. 너무 얘 시각으로 보고, 

얘 관점으로만 보고, 지 관점으로 보고 지 시각으로 보고..(자기에게 너무 

함몰되어 있을 때요?) 네. 그럴 때도 있고 다른 관점 다른 시각 이런 거 안

보기도 하고....그럴 때는 내 느낌이 들어가서. 

2) 현상: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것

인과적 조건의 영향을 참여자들이 경험한 문제, 즉 현상(phenomenon)

은 ‘상담관계에서 자신을 드러내기 주저함’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내

담자와의 관계에서 난관에 부딪치거나 내담자의 문제가 상담관계에서 재

연되고 있다고 판단될 때 내담자와 진솔하게 이를 관계 안에서 드러내고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막상 그들은 내담자와의 관계에게

자신이 느끼는 바가 맞는 것인지, 맞더라도 어떻게 관계 안에서 드러내

야 할지, 표현을 하더라도 내담자가 보이는 반응에 대한 뒷감당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자신을 발견하곤 하였다. 그래서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하고 상담자 역할에 취

중 하여 반응하기도 하였다.

참여자12: 정말 모르는데..진짜 모르는데....근데 내가 잘 모르는 건지, 내담자를 

만나기 위한 부분인건지...이게 헷갈리는 거고...초심 때는 이게 정말 도움

이 되는 건지. 아닌 건지 확신이 안 드는 상황 속에서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거 같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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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15: ‘너는 나에게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나에게 내담자가 이렇게 모든 

비언어적 메시지와 언어적 메시지로 나에게 할 때....그럴 때 내가 이제 정

말 방어적이지 않고..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그 부분에서 되게 

많이 망설여지고 ‘왜 그걸 나는 못하지? 그걸 있는 그대로 얘길 해줘야 되

는 거잖아’라고 하는데 ...그 순간에 ‘아.. 내가 이걸 얘기 해 주는 게 내담

자의 진정한 성장과 이게 도움이 되는 건가?’를 고민하기보다 ‘내 마음을 

어떻게 진솔하게 전달해주지?’ 이거에 오히려 더 시간을 소모하고 있는 나

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니까 내가 ‘지금 느낌이 정말 진정으로 내가 느

끼는 느낌 맞나?’...나는 저 사람에게서 오는 그런 수많은 감정들이 있었는

데 정말 대부분 내가 짱나는, 짱나는 내담자들이었어요. 내가 볼 때 그런 

거에서 ‘내가 정말 진솔한가?’ 진짜로, ‘진정성 있는 진정성인가?’ 하여튼 

그런 거가 자꾸 의문이 되고 내담자가 실제로 정말 그 ‘너는 나의 이런 모

든 면을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니?’ 이렇게 얘기 하면서 ‘너는 내가 어떤

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에요, 이중의 메시지를 깔고. 그러면 자기가 개차

반인 거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 내가 ‘그렇다’고 얘기하면 받아들일 것도 

아니면서.. (화내죠) 화내죠, 화낼 거면서 물어보고... 뭐 이런, 이런 것도 

그런 것 때문에도 망설여지기도 하지만...더 궁극적으로는 ‘내 느낌에 내가 

정말 이게 내가 정말 제대로 느끼고 있는 거 맞나?’ 이게 더 나에게 더 좀 

궁극적인 딜레마이기도 하고요 난해하기도 하고 그런 거 같아요.

또한 몇몇 참여자들은 상담관계에서 자신이 경험하고 느껴지는 바가

있어도 그것을 상담관계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그리고 내담자에게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내담자에게 도움이 될지 등과 같은

불확실감, 표현 후 내담자가 보일 반응 등이 감당이 안 될 거 같은 두려

움 때문에 주저하게 된다고 하였다.

참여자 5: 제가 내담자에 대해서 아까 얘기할 때 그..뭐..늦거나 이런 거에 대해

서 제가 좀 불편한데...안에 감정은 있는데 표현은 안되니까..오히려 내담자

하고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껄끄럽게 뭔가 영향을 주고...

참여자12: 마음은 있어도 됐던 건 아닌 것 같고..뭘 할 줄 몰랐던 것 같고, 진

정성과 관련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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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7: 뭔가 내담자의 패턴이라든가 이런 게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말을 

못했던 거 같애. 느껴져도 못했던 거 같애. 이 말을 하면 내담자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은 내담자와 거리를 두거나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자신 안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정들에 대해 방어적인 자세를 가지고 어

떻게 하면 이 감정에 영향을 받지 않을지에 집중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참여자 5: 상담자라고 생각할 때가 훨씬 더 거리두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내담자와 대할 때 그..어떤 면에서는 중립적인 거 그런 것들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 

참여자 3: 상담자 가면을 쓰고 상담자로 힘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안 

느껴져요.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긴장을 하거나 뭐가 두렵

거나 그러면은 내 방어체계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막아내야 

될 자극만 보여요. 이건 이렇게 막고 저건 저렇게 막고...막 이렇게.

참여자들은 내담자 반응이 걱정이 되었다고 한다. 자신들이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냈을 때 내담자들이 이를 자기에 대한 공격이나 비난

으로 경험하게 되지는 않을까, 혹은 내담자가 자신 때문에 더 힘들어하

지 않을까, 그래서 내담자들이 상담에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등과 같

은 고민 때문에 섣불리 상담 관계에서 자신을 내보이는 것을 하지 못하

고 주저하게 되었다.

참여자 5: 이 친구[내담자]가 조금 더 굉장히 기분 나빠해서 뭔가 이것을 자기

에 대한 공격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좀 들었던 거 같아요. 그래

서 다음 상담에 올 때 이 친구가 혹시 안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나 염

려..굉장히 기분 나쁘게 받아들였을까? 하는 것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12: 제일 두려운 것이 뭐냐면 그 친구가 오해는 오해대로 하고 상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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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 않는 거죠. 제일 두려운 순간인 거 같아요. 어쨌든 오면 나눌 수는 있

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안 갈래요.’하고...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또 괜찮아

요. 근데 말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경우는 되게 힘든 거잖아요.

참여자11: 이 내담자에게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되는 

질문들.. 그런 질문들이 떠올랐을 때 그래도 저는 하려고는 해요. 그런 질

문을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에 대해서도 탐색을 하니까...그럴 때 

두려움이 있긴 해요. 이런 질문을 해서 내담자의 뭔가를 끄집어 내서 힘들

어하지 않을까....이것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요런 걱정

이 있긴 한데.

참여자14: 제일 힘든 거, 염려하는 거는 내담자가 안 올까봐 염려하는 거 같아

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여자들도 자신이 상담자라는 인식이 강하게 들 때는 전문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상화된, 정형

화된 상담자의 모습 속에 자신을 가두게 됨으로써 내담자 앞에서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애쓰며 성숙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였다.

참여자 2: 정말 초반부에는 상담자의 인간적인 모습을 그냥 자유롭게 드러내긴 

참 어려워요. 왜냐면은 ‘내가 전문가야’라고 보여줘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

문에. 그거는 초반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

참여자 5: ‘상담자라면 이래야 돼’라는.. 그런 ‘상’같은 것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고..(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으셨던 거 같나요?) 왜 우리 그런 요

구 많이 받지 않아요? 되게 막 중립적이고, 전문가적이고 성숙하고..<중

략>... 뭔가 맨 처음에 상담자로 초심 시작할 때...우리도 다 그대로 밟아 

가는데 점점점점 상담자로서 제가 보면서 ‘내가 너무 상담자, 이렇게 연연

해하는 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를 조금씩 더 이제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되도록이면 상담자라는 어떤 것들을 잊고 상담을 할 때가 훨씬 상담이 잘 

되는 거 같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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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11: 옛날에, 요즘은 안 그렇지만, 선생님은 그림자도 안 밟아야 하고, 선

생님은 화장실도 안가는 사람으로 생각했던 그런 식으로 상담자는 뭔가 빈

틈을 안보였으면 좋겠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도 안했으면 좋겠고...뭐 등등

등.. 그러한 이상화된, 정형화된 그런 상담자 틀을 생각을 하니깐..거기서 

벗어나는 것 같은...내 분노를 표현하면 상대방을 상처 줄 가능성이 있으니

까 상담자의 역할에 맞지 않고 내가 또 실수했고 잘못했고 그런 것들 드러

내면 권위가 떨어지게 되고...뭐 이런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3) 맥락: 현상의 발생과 패러다임 전체에 기여한 상황

맥락(context)이란 중심적인 현상이나 문제들에 기여하는 구체적인 전

후관계나 상황들의 집합을 말한다(Strauss & Corbin, 1998). 즉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배경이 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상담 이론 trend의

변화’, ‘세월의 흐름’, ‘다양한 인생경험’으로 요약되었다.

(1) 상담이론 트렌드의 변화

참여자들이 보다 자유롭게 자신을 상담관계에 투입할 수 있었던 이유

는 시대에 따라 상담이론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치료적 요인들이 달

라지고, 상담관계에서 상담자 개인의 내적인 경험을 없애야 하는 부정적

인 것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내담자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보로서 접근

하는 등의 상담적 관점의 변화가 큰 몫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18

의 진술에 따르면 이전에는 상담에서 상담자가 자신의 부정적인 느낌을

언급하는 것은 거의 금기시된 반면에 내담자를 수용하는 측면의 강조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참여자12 역시 내담자를 공감하는 것이 중

요하다고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에서 점차 상담자의 경험을 중요시하는

분위기로 전환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이런 상담이론의 트렌드 변화는 참

여자들이 상담자로서 자신의 역할이나 치료적 개입에 대한 생각을 바꾸

는데 일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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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12: 최근에는 또 이게 기류도 있는 거 같은데 여전에 15년 십몇 년 전의 

것과 지금이 훨씬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분위기잖아요, 역전이에 대한 것들

도 그렇고. 시대적인 조류도 분명히 있는 거 같아요. 최근에 ‘이렇게 말하

는 게 이렇게 당연한 거이지 않아?’ 라고 얘기되는 분위기예요. 근데 제가 

그 때만 해도 너무 공감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던 거 같아요.

참여자18: (선생님이 30년 동안 보시면서 선생님이 그런 그니까 내 감정도 알

아차리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내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처음부터 되

시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이게 계속 30년 동안 지내오시면서...) 그렇겠

죠. 처음엔 어렵죠. 집단이 특히. 그 거.. 처음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 

제 집단에 모델된 분이 다 약간 성직자 쪽?이니까 너무 도덕적 분위기가 

너무 강했던 거 같애. 더욱 더 그 어떤, 그런 거 하다 못해 아이메시지로라

도 부정적인 감정은 안했던 거 같고...너무 수용에 치우쳤던거 같고.

(2) 세월의 흐름

참여자들은 대부분 숙련된 상담자로서 오랫동안 상담 현장을 지켜왔

다. 한 해 한 해 시간이 지나면서 참여자들의 임상경력도 쌓였고, 나이를

먹어감으로서 심리적 여유와 공간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러한 점들이 상

담관계에서 자신의 진정성을 발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참여자16: 상담이 처음 시작하고 시간이 조금 지날수록 그 내담자한테 머물면

서도 또 제가 내면으로 그 흘러가는 치료 계획이라던가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조금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하고 이제 같이 

생각을 해 보는 거죠...들으면서 생각할 공간이 생기는 것도 그런 진정성을 

발현하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시간

이 지난다는 거는 한 내담자와의 회기가 진행이 아니라, 그 상담의 경력이 

조금 늘어나면...) 그죠. 경력이 늘어나면서...네..<중략> 경력도 필요한 거

고...일단은 나이나 정말 그 biological maturation이나 인생경험과 같은 정

말 그런 신체적 심리적 어떤 발달이...사실 20대에 아무리 나 5살 때부터 

상담을 했다 하더라도...,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 때 50세가 가지는 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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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수 없잖아요. 

참여자18: (선생님 아까 말씀 중에 이전에는 [내담자가] 이해가 안 되는 경우

도 있었고. 이해가 안 되는 점들이 점점 줄었다라고 말씀해주셨거든요. 그

럼 이렇게 점점 줄 수 있었던 이유나 어떤 영향?) 조금씩 ...세월이 지나면

서 조금씩 컸겠죠. 그니까 뭐 이제 전문용어로 쓰면 점차 역전이에 덜 빠지

고 그리고 사람을 이해하는? 바라보는 시각이 좀 더 뭐 조금씩 넓어지지 

않았겠어요? 

(3) 다양한 인생경험

참여자들은 상담자로서의 상담 경험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으로서, 한

개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면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사건,

경험들도 자신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특히 참여자10은 자

신의 미국 생활이 자신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미국으로의

유학에서 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자신의 다양한 면들을 경험하게 되었

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수용하고 현실에 부딪혀 감으로서 자신의 모습

을 찾아가게 되었고, 상담에서 자신의 모습을 내담자와 나눌 수 있는 힘

이 되었다고 하였다.

참여자10: (상담에서 선생님 생각이나 감정을 잘 얘기하는 편이신가요?) 네. 편

하게 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세요?) 오래 살면 할 수 있어요. -웃음- 아

마 미국생활이 도움이 될 수도 있었을 거 같아요. 꽤 오래 살았거든요, 8년 

살았거든요. 저는 박사학위 받고 갔어요. 늦게 가가지구요. 꽤 고생하면서 

많이 깨진 부분이 도움이 됐을까? 되게 고생 많았거든요. (어떤 경험들을 

하셨는지...) 일단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여기 있을 때는 뭐 찾잖아요, 

와서 뭐해라..거기 가니까 아무도 날 안 찾어. 그게 너무 갑자기 우주에 떨

어진 느낌..저는 그냥 완전히 따라갔어요...아무 것도. 가가지고 이제 일을 

시작했는데...처음에는 그런 게 외로웠던 거 같고...두번째는 저는 가서 강

의했거든요, 영어로. 그게 가능하겠어요? 제가 영어를 특별히 잘하지 않았

고 우리 논문 읽는 수준이었는데 근데 영어로 강의를 시작하면서 진짜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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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힘들었던 거 같아요. 더군다나 리딩이나 라이팅이 아니라 말하고 듣고 

이런 거니까...저는 한학기하고 눈이 안보였었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

고.<중략> 한 학기에 3과목하고 그랬거든요. 3과목 이상을 하면 professor

라는 직함을 줘서. 근데 그 과정에서 많이 제가 큰 게 아닐까..‘별거 아니

다, 사는 게 별거 아니다.’, ‘하나도 대단하지 않다, 내가.’ 그런...못하는 게 

너무 많고...그래가지구. <중략> 왜 저기 뭐지...Johari의 창 보면 나도 모

르고 남도 모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새로운 경험을 부딪쳐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내가 되게 강한 부분이 있구나, 포기할 수 있는

데 포기 안하고...’ 사실 [강의]하라고 했을 때 “아휴 저는 못해요, 저는 영

어 공부도 안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하라고 했을 때 알았다고 하고 

했거든요. 되게 신기하잖아요. ‘아..이런 게 나한테 있구나.’

  4) 중재적 조건: 문제의 해결에 개입된 요인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은 참여자가 경험한 현상의 강도를

완화시키거나 변화를 유도하는 조건으로서, 작용/상호작용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요인들을 말한다(Strauss & Corbin, 1990). 본 연

구에서는 ‘주변 사람들과의 진실한 만남 유지’, ‘내담자와 상담에 대한 애

정’, ‘상담자의 개인적 요인-성격 및 종교’가 중재적 조건인 것으로 나타

났다.

(1) 주변 사람들과 진실한 만남 유지

참여자들이 상담관계에서 자신의 진정성 발현에 용기를 가질 수 있었

던 중요한 자원 중 하나가 동료집단과의 진정어린 만남 경험 및 자신을

오롯이 있는 그대로 받아준 주변 사람들과의 진실한 관계 경험이었다.

먼저 참여자들은 동료집단과의 진정어린 소통과 교감을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동료집단과의 진솔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신을 있

는 그대로 드러내도 괜찮다는 경험, 서로의 불완전함을 비난 없이 받아

드리고 받아드려진 경험을 충분히 하고 나면 상담 관계 안에서도 내담자

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 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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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참여자들은 자신의 민낯을 드러낼 수 있는 동료집단이 있었고,

동료집단에서의 지지나 격려도 중요했지만 자신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객

관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경험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

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동료집단과의 지속적인 만남과 소통, 교류가 상

담자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었다.

참여자 9: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까지 오시는데 그런 체계들[동료집단과의 소

통]이 많이 있으셨나요?) 그럼요. 편안함과 안정감을 많이 느꼈죠. 가끔 서

로 연락도 하고 서로 사례를 소개도 하고..우리는 같이 일하니까....밥 먹으

면서, 밥 같이 먹으면서 나누기도 하고....저녁 때 끝나고 가서 통화하기도 

하고....요새는...초창기 때에는 저녁 때 끝나고 가서 전화하는 일이, 사례

로, 초창기에는 빈번이 있었는데 요새는 좀 덜하지...근데 많이 나누죠, 점

심 먹으면서....서로 consultation해주고. 어떤 때는 내가 그게 안 뚫리고 

힘들어서 나눌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내가 그걸 빨리 털고 싶어서 털고 

가벼워지고 싶어서 나눌 때도 있거든요. 그런 시간을 갖죠. (그런 시간들이 

선생님이 상담자로서 여기서 내담자를 만날 때 솔직하고 진정하게 할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그걸 유지[진정성, 솔직성]하게 하는

데, 몰입하게 하는 데에 도움이 돼죠. 상담자들은 상담자끼리, 가끔 상담자

들끼리 수다 떠는 시간이 필요해. 우리가 그걸 lab session이라고 하는데 

수다세션...-웃음-..양식을 갖추는 사례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어제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너무 힘들게 했어. 그래서 집에 가서 주말에 너무 피곤했

는데...’ 그런 얘기 이렇게...근데 그런 것도 밖에서는 얘기하기가 어려운 얘

기니까 우리끼리 나누는 거죠. 그러면 서로 공감도 해주고...좋은 책 읽은 

정보도 나누지만 내담자 그런 것도 나누죠. 요새 특이한, 날 힘들게 하는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참여자 8: (서로 되게 이렇게 critical하게 피드백도 주고 그러세요?) 아유, 그렇

죠. 아니, 여기서 무슨 좋은 얘길 하게? 서로 그냥 느껴지는 대로 얘길 해

야지. (동료니까 좀 조심스러우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동료니까 ‘니 뭐 빤

히 아는데.. 그래요’ (그렇게까지 하시는 줄 몰랐어요.) 아유, 그런 건 철저

하게 해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 막 흔들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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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12: 꾸준한 슈퍼비전을 받는 거, 꾸준히 그런 지지적인 동료집단을 만드

는 거. 그런 것들은 정말 중요한 거 같아요. 1급을 따고 상담을 오랫동안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동료집단에서 사례 이야기를 할 때는 사례 자

체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상담자 자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되요. 서로 알잖아요, 몇 년 동안 함께 지내온 사람들이니까..‘에고..이 사례

는 좀 다르다. 이 사례는 왜 이렇게, 왜 그랬어?’라든가, ‘역시 또 이러고 

있네.’ 이런 게 서로 아는 것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강력한 지지집단이예요. 

(자기를 보여줄 수 있는 집단이네요) 힘들고 긴장이 되고..그런 과정도 분

명히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났을 때 내가 가져가고 깨닫는 게 훨씬 더 많아

요. 아..이게 정말 중요하구나...그런 거 같아요. ‘아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중략> 이 사람에게만 특별히 부족한 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있잖아요. 내용만 다를 뿐이지. 이 사람

은 이걸 잘 하지만 이게 부족하고. 저 사람은 저걸 잘하지만 이게 부족하

고...다 나눠지게 되면은 결국은 똑같은 거죠, 뭐. 그런 거...물론 이건 어떻

고 저건 어떻고의 평가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그 평가가 나를 해치지 않

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평가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거라는 거. 

그게 서로를 위하는 길이라는 거. 나를 해치거나 나를 이용하거나 이용되거

나 이러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그러니까 할 수 있었던 거 같아

요. 근데 그게 없으면 참 어려운 구조 같긴 해요.  

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에게는 자신의 못난 모습, 작고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도 그 관계를 버리지 않고 버텨주었던 사람들, 관계 속에서

서로 갈등을 경험하지만 관계를 저버리지 않았던 사람들, 참여자들의 민

낯을 보고도 그것을 수용해 준 사람들이 있었다. 이러한 관계 경험은 참

여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존중, 자기 자신을 스스로 수용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자신을 버텨주었던 주변 사람들의 인내를 통해 자신도 내담자를

버텨낼 수 있게 되었다.

참여자 5: 지도 교수님이 굉장히 수용적인 분이셔서 제가 만약에 이 분을 만나

지 않았으면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상담을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굉장히 좀 분위기들이 엄격하잖아요. 많이 좀 야단도 맞고..저희는 그런 분

위기가 전혀 아니었어요.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굉장히 존중받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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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키워가도록 굉장히 격려 받는 분위기여서..그래서 제가 그런 중요한 

지지적인 환경에 있었다는 중요했던 거 같고...[중략] 교육환경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엄격하게 수련하고 이런 쪽에 있었으면 저는 좀 어

려웠을 거 같아요. 근데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막 자유

스럽게 있을 수 있는 분위기에 있어가지고 덜 그렇고...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슈퍼비전 할 때 슈퍼바이지들이 편하게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을 굉장

히 강조하거든요. 그렇게 되야 인제 자기 생각이나 자기 것들을 키워가니

까..그런 환경이 되는게 우선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뭐가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다 우리가 배워가는 과정이니까 그럴 때 자기 생각이나 자기 경험

을 정말 얘기할 수 있게 그렇게 허용해주는 거가 필요하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곳에 있는 경험이 좀 안됐고 안타깝기도 하고. 

참여자11: 사실 뭐...과거부터 내 얘기를 해야지 이해가 될 텐데..내가 처음부터 

이랬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석사 때부터 상담공부를 하면서..누구나 한 번

씩은 다 경험을 하지만...‘이거는 내가 할 일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

나...내가 참 상담자가 될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런 경험들과 내 삶에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나는 9살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고, 중학교 졸업할 때 

할아버지 돌아가시고..가족력에 죽음에 대한 이슈가 여러 번 있어요. 그 상

실, 버림받음에 대한...그런 것들이 얽히면서 ‘내가 이 공부를 못하겠다.’라

는 생각을 했는데..내 지도교수님께 얘기를 했는데 그 분이 상담을 해 주고 

한편으로는 지도해 주고.

(2) 내담자와 상담에 대한 애정

참여자들은 내담들이 진심으로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건강해

지길 소망하는 마음, 그래서 자신들이 그들을 잘 돕고 싶은 간절함을 가

지고 있었다. 비록 자신의 능력이 마음에 비해 따라주지 않는다고 해도,

상담 스킬이 조금은 서툴다 하여도 내담자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 전

달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상담자로서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고 확인하고 싶은 자기 확

인적 차원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담자가 건강하고 이 문제에서 벗어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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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한 삶을 살아가기 바라는 마음이 중심이 되었다.

 참여자 2: 나는 네가 진실로 나아지면 좋겠고 나는 너를 진실로 돕고 싶어. 

(그게 비언어적으로 전달이 되었나 봐요) 네 그런 거 같아요. 

 참여자 9: 내담자를 아끼는 마음 이런 것들도...진실된 마음...진실된 마음 그

러면서 내담자에 들어가 있는..내담자를 아끼고, 내담자를 아끼는 마음...

내담자에게 정성을 쏟는 마음.

참여자14: 상담에서 테크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테크닉 같은 거는 

진짜...마음과 마음이 소통되어야 하는 거 같아요. 진정성이 딴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생각하는구나’라는 게 소통이 될 때 내담자가 정말 

다 벗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테그닉

은 기술로 질문을 이렇게 해야 한다, 이론은 이렇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

니라고 생각돼요, 저는. <중략> 서로의 마음이 비친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

것을 굉장히 믿어요. 그 시간에는 집중해서 그 사람한테 몰입해 주는 거. 

그런 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정말 너를 알고자 한다. 너를 정말 돕

고자 한다. 그 마음이 전달되면 되는 거 같아요, 저는. 

특히 참여자17은 상담이 끝난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내담자들과의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내담자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다양한 대중교통을 통해 이동시간 중

간 중간 자투리 시간이 날 때마다 내담자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표현해

주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내담자

들은 상담자가 말로만, 상담에서만 반짝 자신에게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의 일치를 보여줌으로서 내담자에 대한 진심어린 마음

을 전달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17: 그런 어떤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런 의사를 타진하는 것 이런 어떤, 

내담자한테나 그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한테나 저는 그 계속 그와 같은 

입장을 취하거든...아마 그게 내담자들은 특히 와 닿는가봐...그니까 보통은 

가족들이나 다른 동료들이 보여주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자기로서는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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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 해석될 수 있겠고, 좀 따뜻함으로도 이렇게 와 닿을 수 있겠지만 그것

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상담이 끝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늘 문자로 안부도 물어도 보고, 이제 그 또 어려움이 있으며는 언제든지 도

움을 요청해도 좋다는 것을... 바쁘지만 그 중에 몇몇 이렇게 챙겨야 될 사

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상담 후에도 반짝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유지되기도 하고... 상담 중에도 보며는...뭐 예를 들어서 상담 하는 도중에 

이제 ‘이 사람이 아 실천의 의지가 좀 부족하다’..그러며는 뭐 말로만 ‘해결

책을 찾아서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불편해도 ‘네가 언

제, 언제 했으면 했다고 나한테 문자나 카톡을, 즉 인증샷을 날려 주거나 

그것도 안 되며는 이제 뭐뭐뭐 했어요라고 실시간으로 해 주면 나도 답을 

해 주겠다’ 그런 것들도 뭐 번거롭긴 하지만...죽 약속을 했으면 끝까지 약

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나름의 일관성 있는 태도 중의 한 부

분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중략>...지금 굉장히 조울증이 왔다 갔다 남잔

데...지금은 어느 정도는 행동이 개선되기도 하고...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말로만 하는 상담이 아니라 요즘은 통합적으로도 한다고 하지

만, 상담자가 조금만 더 에너지를 쏟으며는 건져낼 수 있는 사람들이, 가능

성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도 또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그니까 선생님은 상담에서 내담자하고 한 말에 대해서 진짜로 이렇게 보

여주시는 거네요.) 책임을 지는 거지요. 그게 내담자들한테는 되게 좋은 경

험이고.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몸소 보여주니까 

그 사람들은 믿어야겠죠. (그렇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으세요, 선생님?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에너지가 조금 더 드는 일이잖아요. 그렇

게 많이 바쁘시고 일도 많으시고 상담도 많으실 텐데...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100이면 100 다는 할 수는 없고, 해서도 안 되고, 다

만 그 중에 몇몇 사람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효과적일 수 있겠다고 느낌

이 이제 와 닿는 사람들은 좀 추려가지고 해 나갑니다. 그러며는 차를 안 

몰거든요. 운전을 안 하기 때문에 이동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제 고런 시간들을 조금 더 활용해서 이렇게~ 일종의 메시지를 넣어주며는 

받기도 하고..이렇게 되어지는 거니까 어찌 보면 시간 관리도 되지만 약속 

했던 것도 실천하는 것이니까. <중략> (굉장한 관심이시고 어떻게 보면 만

남을 되게 진짜로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느낌이 들어요) 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만남과 성장 그 중간에는 관심이라는 그 풀을 가지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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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된단 말이죠. 그거 없으면 안 되죠.

또한 참여자들은 내담자에 대한 애정 못지않게 상담에 대한 열정 역시

높았다. 참여자 4는 상담을 잘하고 싶고, 상담을 잘하고 싶은데 생각만큼

안 된다는 느낌이 많아서 늘 뭔가에 몰입하여 공부를 하였다고 한다. 또

한 참여자16의 경우에도 상담을 잘하고 싶은 욕심이 많았고 자신이 정체

되어 있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높았다고 한다. 그래서 계속 배우고 사례

에 대해서 생각하는 고민하는 치열한 내적 씨름의 과정이 있었음을 보여

주었다.

참여자 4: 제가 상담을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상담을 놓은 적이 없어요. 제가 

상담을 좋아하기도 했지만 상담을 잘한다는 자신감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상담을 안 하면 감을 잃어버릴까봐...그리고 매 상담을 해도 맨날 부족한 

뭔가가 있는 거 같으니까 그래서 더 팠던 거 같아요. 그게 외골수같이 보였

던 같고..(선생님 안에서 상담에 대한 고민이나 갈등이 있으셨나봐요) 늘 

어려웠어요, 복잡했고...나도 상담을 잘하고 싶은데 생각만큼 잘 안 된다는 

느낌이 많아서 늘 뭔가를 팠던 거 같기는 해요. 그리고 그런 것을 생각해 

보니까 힘들긴 했어도 몰입은 했었던 거 같고. 

참여자16: 상담을 되게 잘 하고 싶은 욕심이 많아요.. 거기에 잘 맞지 않은 부

분도 많은데 그래서 계속 배우고 계속 사례에 대해서 생각하고...어, 그 정

체해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을 많이 느끼는 때가 있는 거 같애요. 

그래서 어 그 나름대로 되게 고민하려고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선을 이렇

게 넘었을 때 상담은 항상 좀 잘하는 거 같다가 되게 정체되는 거 같다가 

조금 느는 거 같다가 아닌 거 같다가... 이게 좀 오잖아요? 근데 정말 한 

몇 년 전부터 어 어떻게 하는 건지 약간은 알거 같애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기 시작했어요. 되게 늦게 온 거죠 <중략> 경력만 필요한 게 아니라 

치열한 고민과 자기가 상담을 조금 더 잘 하고 싶은 욕심 같은 거? 경력이 

2-30년 됐는데도 제 동료들 중에서는 ‘어 난 저렇게 상담하려면 안하고 싶

어’라고 하는 동료들도 있었어요. 

특히 참여자12와 참여자10의 경우는 거짓 상담을 하고 싶지 않다는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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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이 있었다. 그들이 말하는 거짓상담은 ‘상담을 위한 상담’으로, 상담다

워 보이려고 하는 말들에서 벗어나 자신이 오해를 받더라도 내담자에게

필요하다면 기꺼이 자신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하였

다. 그들은 인터뷰 과정에서도 그랬다. 그들은 솔직하게 상담에서 자신들

이 한 실수나 고민, 한계점, 어려움 등을 여과 없이 인터뷰 내내 이야기

했다. 자신을 포장하거나 자신의 실수를 미화하기 보다는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진술하는 참여자들을 보면서 상담관계에서도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을 포장 없이 전달하겠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

참여자12: 거짓 상담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척하는 상담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상담을 받아봐서 상담을 신청하는 마음이 어떤지 알잖아요. 그리고 상

담에 일주일에 한번 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얼마나 가고 싶지 않을 때

가 많은지...얼마나 돈이 아까울 때가 많은지...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잖아

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에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서 상담에 오는 건지에 대한 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을 그냥 

편하게 대충 하면 안된다는 생각을 해요. 정말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는..그

리고 나도. 

참여자10: 상담을 위한 상담을 하지 않으려고... 이 말을 해야 상담 같고 이렇

게 해야만 될 거 같고..그런 생각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서...<중략> 가짜로 

말하고 싶지 않아서...진짜 얘기를 하고 싶고...가짜 얘기는 그 사람이 이미 

많이 들었을 테니까..<중략> 상담을 위한 상담...그러니까 상담자이니까 이

렇게 얘기해야 되고...상담 시간이니까 이렇게 해야되고 내가 돈을 받았으

니까 이 사람한테 잘해야 되고..그런 거가 하기 싫었죠. 우리가 한편으로는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역할 같은 거.

(3) 상담자의 개인적 요인-성격 및 종교

참여자가 상담관계에서 진정성을 발현하는 모습은 그들의 개인적 성격

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참여자들은 자신의 진정성을

상담관계에 드러내는 것이 훈련을 통해 훈습된 학습의 결과로 이야기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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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몇몇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기질적인 면들도 진정성 발현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언급하였다.

참여자 2: 저는 형식이라는 거에 잘 안 매여요. 말하자면 철없이 굴고 생각 없

이 굴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제가. -웃음- 아주 그런 것을 잘하거든요. 그

니까 오죽하면 우리 막내가 어제도 밥을 먹으면서 ‘엄마는 한 번씩만 더 생

각하시면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했어요. –웃음- 막내한테도 그런 얘기를 

듣기 때문에...근데 그게 어찌 보면 상담자에게는 강점이거든요. 생각 안하

고 툭 얘기하잖아요. 즉흥적이기도 하고, 나한테 딱 떠오르면 그냥 아무 생

각 없이 ‘~이런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그니깐 초반부에 제가 전문가

로서 ‘이거 이거해야지.’라고 헤매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제 

기질 상 이런 생각안하고 좀 용감하고.

참여자 4: ‘직설적이다’는 말은 하도 많이 들어서...내가 말하면 주로 깬다...깬

다는 말이 주로 단도직입으로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말하는...돌직구을 좀 

했대요. (언제부터요?) 어렸을 때부터 –웃음- 우리 엄마를 당황시키고...근

데 그 때는 뭣도 모르고 한 거고..지금은 함께 하면서 하니까 수위조절이 

되는 거죠...그 때는 수위조절이 안 되가지고 많이 혼나기도 하고..그랬

죠...(지금은 그것을 치료적으로 쓰시잖아요) 상담하는 거 자체가, 수련을 

받는 거 자체가 나를 수위 조절하도록 끊임없이 훈련시키고 자기 성찰을 

시키잖아요. 그니까. 

참여자 6: 나는 약간 무모한 게 있다고 할까, 배짱 같은 게 있는데....(원래 기

질 적으로 좀 용감하세요?) 네...운전도 면허 따고 바로 고속도로를 나간다

던지...

참여자10: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생각과 소위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

이 저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런 생각 잘 안하는 편이고..성격 

자체가. 

참여자16: 저는 그냥 기질 상 매우 탈권위적이에요. 권위가 별로 없어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중략> 제가 상담시간에 정말 나는 ‘그런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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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잘 하고 있고 그런 게 너무 힘이다’라는 얘기를 할 때 저는 그냥 입에 

발린 말은 되도록이면 안하려고 그래요. ‘되게 좋은 사람이고 괜찮을 거

고...’ 그런 얘기 반응을 하는 거를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태생적으로 굉

장히 싫어하고, 저 그 마음에 없는 말을 하는 거를 잘 못하는데 그래서 상

담 처음 시작할 때는 따뜻한 말을 잘 많이 못했어요. 

또한 참여자14와 참여자15의 경우 자신의 종교가 자신의 진정성 발현

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다.

참여자14: 나는 기도가 그래요. 저는 진짜 하나님 빽으로 하는 거거든요, 상담

은. 성경에 기묘자요 모사라고 있듯이. 모사가 wonderful counselor, wise 

counselor라고 하잖아요. 저는 맨날 기도해요, <중략> 내담자가. 세상의 죄

와 사망의 법 때문에 힘든 거잖아. 저 사람의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켜줄 

수 있는 힘을 나에게...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하나님의 도구니까...[본인이름을 대며] 000이는 없지...여기서는 

상담자로서 하는 거죠. 저는 그게 목표예요. 

참여자15: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네) 조금 자유로우신가? 이

런 생각도 들어요, 선생님.) 네네 선생님 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그쵸.. 아 그건 하나님이...(아 신앙이 거기 한 몫 하나요?) 네 그쵸. 

그러고 제가 또 이제...기도도 많이 하거든요. 잘 안되는데...믿음이. 믿는 

구석이 있어서.

5) 작용/상호작용: ‘현상’의 해결을 위한 전략과 반응의 변화

작용/상호작용의 전략에서 비롯된 이론적 정립은 근거이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작용/상호작용의 구성요소는 다시 그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

치는 연속적이고 상호적이며 참여자들이 겪는 시행착오일지라도 그 자체

로서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자신과 내담자, 상담에 대한 깊은

성찰’, ‘한 사람으로서 자신에게 충실하려 노력함’, ‘상담에 주체적으로 반

응’, ‘내담자와 함께 작업하기’, ‘지속적이고 주도적인 자기 점검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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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씀’이 범주분석 결과 도출된 범주들이었다.

(1) 자신과 내담자, 상담에 대한 깊은 성찰

참여자들은 ‘상담관계에서 자신을 드러내기 주저함’을 경험할 때마다

자신이 왜 그런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자들은 상담관계에서

오롯이 자신일 수 없는 두려움과 자신을 내담자에게 드러내기 주저하는

모습을 자각할 때 무엇이 그런 경험을 유발하게 하는지를 세밀하게 살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런 과정이 마냥 즐겁고 유쾌한 것만은 아니었다.

상담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지, 상담관계에서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있

는 것은 아닌지, 자신이 제대로 내담자를 이해하고 있는지 등을 꼼꼼히

분석하고 되돌아보는 작업은 실로 고된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기도 하였

다. 마치 바둑 기사가 경기를 마치고 자신의 경기를 복기하듯이 참여자

들도 자신의 상담을 천천히 내밀하게 되돌아보면서 자신과 내담자, 그리

고 상담관계 자체에 대한 깊은 내적 씨름의 과정을 거쳤다.

상담에 대한 치열한 숙고

참여자들은 상담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내담자들을 만나면

이를 회피하지 않고 사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들은 내담자와의 만남에서 자신의 내적 경험은 무엇인지, 왜 그런 마음

이 들었는지, 지금 내담자와 자신 관계에서 무엇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것에 자신이 기여하는 바는 무엇이고 내담자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등을

치열하게 고민하였다.

참여자 3: 개인적으로 많이 숙고를 해 보는 편이예요. 사례에 대해서. 왠 감정

인가....내가 불편해하나? 불편한 감정도 있구요, 개인적으로 느끼는..그런 

감정도 있고...그렇지 않고 내담자가 불러일으키는 것도 있고...두개가 믹스

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솔직히...꼭 내담자만 그런 것은 아니고 나도 그런 

사람이 불편할 때가 있고...그러면 인제 그 사람이 불편한 것은 내 이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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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내가 어떤 사람을 불편해 하는 구나, 내가 어떤 모습을 불편해 하는구

나...이런 거고..다른 한편으로는 저 사람이 뭐..예를 들면, ‘권위자를 만나

면 자꾸 긁는 게 있구나. 자꾸 어깃장을 놓든 긁든 지각을 하든 그렇게 해

서 상대방이 그것에 대해서 싫은 소리를 하게끔 하는 게 있구나.’ 이런 것

들을 따로따로 생각해 보는 것 같애요. 내가 지금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이

런 거고, 저 사람이 나한테 불러일으키는 것은 이 부분이구...이게 믹스가 

되어서 이렇구나 하는 숙고를 해보고...그리고 그걸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

서 볼 때는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이나 말 가지고 지금 내 쪽에 어떻게 하

지? 왜냐면 그게 정리가 돼야 나중이라도 얘기를 할 때...(패턴 같은 것) 그

렇죠, 패턴이나...하는 방식이나 그런 건 내담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죠. 

뭘 갖고 저렇게 하나....그게 어떨 때는 얘기에서 성공적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내담자가 안 받아 들일 때도 있고 하지만...(안 받아들이면요?) 일단 

저는 한 발 물러나요...‘그래? 알았어. 다음에 또 보지..’ 다음에 또 그럴 수

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사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시나 봐요?) 그냥 

일상적으로 잘 굴러가는 사례는 괜찮은데, 뭐라 그럴까요..암초처럼 부딪히

는 사례들은 생각을 좀 해보죠. 이게 왜 진전이 안 될까? 왜 정체가 되어 

있을까? 왜 변화가 없을까? 아니면 내담자가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나빠져요?) 나빠지는 경우도 있죠. 오래 이렇게 분석을 받거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담을 받다보면 초기의 감정들을 경험할 때도 있으니까, 아동

기나..그러면 일시적으로 퇴행하듯이 보이거든요. 그럴 때.. 물론 그게 이 

내담자한테 필요한 경험이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감정 경

험일 수 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증상적으로 보면 나빠지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내담자가 경험하고 넘어가야 하는 순간인

지, 아니면 위험부담이 있으니 안정을 시켜줘야 하는 것인지 그런 사례들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보죠....왜 그럴까. 

참여자들은 각자마다 상담을 되돌아보는 나름의 방식들을 가지고 있었

는데, 참여자 2의 경우, 회기를 마치고 나서 자신의 경험을 꼬박꼬박 기

록해 놓는 습관이 있었고, 기록을 하면서 상담 장면에서 자신이 했던 말

이나 행동, 개입 등이 적절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반응이 자신의 취약함

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인지 등을 냉

철하게 고민하기도 하였다. 특히 참여자18은 사례 녹음 파일을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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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때마다 들으면서 자신의 언어습관이라든지 자신이 놓친 부분이나 아

쉬웠던 개입 등에 대해서 되돌아보면서 철저하게 자신을 객관적으로 분

석하는 치열함을 보였다.

참여자 2: 그 때 그 때 회기마다 저한테 경험됐던 진정성의 경험들을 메모를 

남기죠. 회기 보고서 남길 때..‘아..내가 언젠가는 이거를 얘를 직면을 하고 

싶어. 이게 나에게 일어났던 거야.’ 근데 그게 이 사람이기 때문에 중간 중

간 계속 그 경험이 저한테 올 거라고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메모를 남기

죠. 그리고 확인을 하는 거죠. 정말 이게 나한테 얘한테 직면하는 게 맞는 

건지. <중략> 임상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도구로 내가 느끼는 것을 확인

해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이게 한 인간으로 느끼는 나의 취약

함 때문인가...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인간으로 훅 드는 느낌만 가지

고는 저는 절대로 제가 절 드러내진 못해요, 드러내서도 안 되고. <중략> 

늘 나는 나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불완전함이 어디서 어떻게 드러나지? 

그것을 매일 드려다 보려고 하는 거죠. 아 이게 이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말

이구나...내가 이래서 죄인인거구나...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을 할 

때도 두 가지를 늘 같이 생각하면서 보고서를 써요. 회기 보고서를 매번 쓰

잖아요. 이런 부분은 참 순조롭게 잘 되네...이건 내가 잘한 거 같애. 근데 

아..내가 전에 살짝 느꼈는데 정리를 하다 보니 진짜 놓쳤네, 아니면 이 부

분은 이렇게 하면 안됐는데....그런 것들을 적어놓게 되고. 

참여자16: 몇 분 내담자한테 동의를 얻어서 회기를 녹음해서 서울에 왔다 갔다 

했는데..네... 기차 안이나 버스 안에서 가끔씩 들었어요. 네. 어떻게 상담하

는지 들으려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이렇게 뭐지 이론적으로 막 사례

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정말 도움이 되죠. 제 언어

습관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놓친 거라든가 안타까운 점, 뭐 이런 거는 잘한 

점, 이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게 해 줬으니까. <중략> 제 나름대

로는 굉장히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되게 

좌절하고 도움을 받고 지지를 받고... 거기서 꺼지지 않고 하는 그 과정이 

너무 중요한 거 같애요. 그리고 계속 배우고,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갖고 ‘이게 과연 맞나? 이게 과연 새 접근인가? 말만 바꾼 거 아닌

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과연 내가 하는 짓이 뭐를 하는 건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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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만 배워서 하는 건가? 내가 그 사람하고 하려고 하는 거에 근본적인 

어떤... 하려고 하는 그 행위가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야만 제 생각에는 어떤 분야든 그런 자유로움을 가질 수 있는 거 

같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들을 지향하죠. (네 선생님) 마음 편하게 이 

일을 하는 게, 이 일은 그렇게 마음이 안 편하잖아요. 우리가 보이는 게 많

이 없잖아요. 좋아지는 건지 아닌 건지 (맞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치

열함이 필요한 거 같애요. 

내담자에 대한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반추

때로는 참여자들도 내담자가 이해되지 않았다.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

는 내담자의 행동이나 반응이 있을 때 그 행동 이면에 있는 숨은 마음과

의도, 내담자들이 진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은 무엇일까 고민하였

다. 참여자들은 내담자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고 반응할 수밖에 없는지

끊임없이 생각하고 의식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반추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 노력들이 의미하는 바를 들여다보면 참여자들이 내담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그리고 자신의 관점에서 내담자들을

평가하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내담자를 깊이 이해하고 수용하고자 하

는 의지로 보여 진다.

참여자 2: 네가 정말 사연이 있구나..네가 여기서 살아남으려고 진짜 기진맥진

했구나. 근데 요렇게 방법이 조금 잘못된 거지. 그럼 내가 너 좀 이해가 된

다. 

참여자 7: ‘저 사람은 왜 저런 증상이 형성이 됐을까?, 왜 저런 문제가 생겼을

까?’ 이 시각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 이런 

관점을 제가 놓치지 말라고 굉장히 많이 저한테도 그러고 슈퍼비전 할 때

도 그러고..000쪽에서는 그거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러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지. 뭣 땜에 그런가?’ <중략> 감정은 here and now에서 살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핵심 감정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here and 

now에 펄펄 살아있는 이 감정...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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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부분에 너무나 왜곡되게 받아드린다면 ‘아..이 부분에 이 사람이 

emotional allergy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탁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런 

판단 같은 것은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왜 이런 부분이 민감하게 됐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하고 ... 양육의 history로 들어보면 거기에 뿌

리가 있는 거죠, 뿌리가. <중략> 그러면 인제 부모와는 다르게 이해하고, 

뭐...로저스가 말한 공감, 코헛이 얘기한 공감 이런 거가 굉장히 중요한 치

료적 인자가 되는 거죠. 그 새로운 관계 경험을 해야 되니까...근데 그렇게 

‘요 부분에 되게 민감하네. 왜 민감하게 됐을까?’ 하고 탁 들어가면 판단은 

내려놓게 되죠. 이 지점은 되게 중요한 지점이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어떤 사람은 요거에 확~‘쟤 왜 저래?’ 이런 대목이거든요. ‘어머..쟤쟤쟤..

별 것도 아닌데 왜 저러는 거야?’ 이게 emotional allergy인 거거든.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들어가면.

자기 성찰적 눈을 키움

참여자들은 자신과 많은 대화를 나눴다. 특별히 상담에서 어려움이 발

생하면 그들은 스스로에게 말을 걸기도 하고 질문도 하면서 자신의 생각

을 정리해 가는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모습은 참여자들이 자신의 상황

이나 감정, 경험에 함몰되지 않고 한발자국 떨어져서 바라보며 자신을

보다 객관적으로 인식하려고 노력하였다.

참여자 6: 스스로 혼자서도 해야 되요. self-analysis 하는 것처럼...아까 내가 

자기 화난 감정, 자기하고 대화가 잘 돼야 되요, 상담자는. 내가 왜 이게 

불편하지? 왜 이런 내담자는 내가 하고나면 더 피곤하지? 왜 나는 이런 사

람이 오면 반갑고 이런 사람은 안 왔으면 좋겠지? 이런 것을 스스로한테 

자꾸 물어봐야 돼요. 근데 그런 것을 스스로가 잘 못하는 사람은 상담자가 

필요한 거고. 상담자가 그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거니까. 자기가 자기 이해

를 하려고 자기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되요.

참여자14: 누가 미우면 ‘어휴 나는 쟤가 너무 못마땅한데 어디까지 수용해 주어

야 돼?’ 이런다던가....이렇게 저는 self talk를 많이 하는 편이예요. 나 자신

에 대한 self talk.(굉장히 민감하신 거네요) 그렇죠. 여기 내 마음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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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일어나는지 늘 보죠. 이건 어떻지...저건 어떻지...그걸 보지요. 내가 

민감해야 내담자에게 민감할 수 있지요. 

참여자 9: 상담은 하다보면 상담자의 안테나는 그렇더라고요. 나는 그랬어요. 

나는 상담을 하다보면 어떤 상황을 감지하는 센서가 내담자 쪽으로만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쪽으로도 많이 가 있어서 내담자를 모니터링하고 하

는 것만이 아니라 나를 모니터링하고 ‘내 느낌이 어떻게 흘러가나’를 이렇

게 균형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상담자가 자기를 보는 작업을 하기 시작하

면 그것도 계속 가잖아요, 죽을 때까지, 사람은 자기를 보잖아요.(선생님도 

그 작업을 하세요?) 저절로 돼요. 이제는. 끊임없이 나에 대해서 음미하고 

생각해 보고...요새 내가 이런 느낌이 드네, 뭘까? 이게 살아있는 신혼네...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은 자기를 안보는 거지. <중략>  자기를 돌이켜 보는 

마음, 음미하는 마음, 또 타인에 대해서도 저 사람의 행동을 보고 저 속에 

저 행동은 뭐의 표현일까, 어떤 마음의 표현일까, 그것을 유추해 보는 시간

을 갖고 이래서 그런 걸까 가설을 세우는 시간을 가져보면서 저 사람 저런 

표현은 이런 마음에서 이렇게 온 거로구나..이런 것을 알아차리는 감이 생

겨지는데..그렇게 표현되는 거 기저에 흐르는 마음하고 이거[내담자의 느

낌]를 연관시켜볼 수 있겠끔 자꾸 여기[상담자 마음]를 봐야 될 거 아녜요, 

안을. 그것이 psychological mind라고 해요. 이게 안 길러지면 상담 진도

가 잘 안 나가. 

(2) 한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려고 노력함

참여자들은 자신이 상담자 이전에 한 사람임을 인정하고 수용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들은 내담자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자신을 꾸미거

나 포장하기 보다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

드리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그들은 다른 동료들과 자신을 비교하기 보다

는 욕심을 버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수

행해 가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자신의 부족함이나 실수 등을 판단

하거나 비난하기 보다는 그 자체로 수용하고 제 3의 눈으로 바라보는 훈

련을 통해 자기민감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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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

상담이 진행되는 동안 참여자들의 모든 감각적인 감지기들 통해 내담

자의 언어적·비언어적 메시지들을 잡아내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것처

럼 보이나 이는 자신을 향해서도 그러했다. 참여자들은 내담자와의 관계

에서 자신에게 느껴지는 느낌에 충실하고자 하였다. 즉, 자신 안에서 일

어나는 감정을 선별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미세한 감정의 흐름까

지, 그리고 그 감정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있는 그대로 지각하려고

노력하였다.

참여자 3: ‘얘는 뭐...다른 애들이 이렇게 할 때는 이런 감정이 안 들었는데, 왜 

얘가 이런 행동을 하면 내가 이렇게 감정이 이렇지?’ 이런 걸 경험하다 보

니까 ‘아..이건 내가 뭐 꼬여서 그런 게 아니고 내담자가 지금 나한테 뭔가

를 느끼게 하는구나.’ 이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그렇더라구요...예를 들

어, 지각을 똑같이 해도 어떤 내담자는 좀 허용적으로, 수용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어떤 내담자한테는 되게 화가 나요. 그게 좀 다르더라

구요 (같은 현상인데..) 같이 거의 뭐 10분, 20분, 어떨 때는 30분, 두 사

람 똑같이 그렇게 하는데요, 어떤 사람한테는 ‘아이구, 그래도 늦게라도 잘 

왔다’이렇게 되는데, 어떤 내담자한테는 ‘왜 자꾸 늦어?’ 이런 식의 마음이 

다르더라구요. ‘아..이거는 내가 내담자한테 뭐 꼭 그런 것보다 내담자가 불

러일으키는 것도 있겠구나.’ 

참여자 7: (자기분석을 받는 것도 있지만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도 하신다

고 했는데..) 일어나는 걸 보는 거죠, 감정이 올라오면..일단은 기분이 나쁘

면..우리 내담자한테 하도록 하는 거를 나한테도 하는 거죠. ‘이게 뭐지, 내

가 지금 뭔가가 올라오는데..’ 화가 난다 그러면 ‘지금 뭣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 거지? 아...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화가 나네.’ 이게 만약 어떤 대상과 

관련된 거면 ‘아..이걸 내가 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얘기할거면 

얘기하는 거죠, 그냥. 그리고 내가 혼자 담을 거면 담는 거고. 여기를[가슴

을 가리키며] 보는 거죠, 여기서 일어나는 거를. (그러면 선생님도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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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편이신가요?) 민감해야 되겠죠. 상담자는 민감

해야 되겠죠. 물론 내담자의 감정에도 민감하겠죠. 

참여자18: 내담자가 토해내는 그 ...어.. 표현들...내담자 혹은 전제조건?...그 조

건을 통해서 상담자, 즉 나라고 한다면 상담자 안에서 울려지는 것들을...울

려지는 것들을 내가 첫째 민감하게 알아차려야겠죠. 뭐 알아차려야 뭘 표현

해내겠죠? 알아차리고..적합한 언어로...에. 표현해주는 것.  <중략> (내담

자가 토해내는 이렇게 표현들을 품어내는..) ‘품어낸다’라기 보다도...내담자

의 말을 통해서 내 안에 어떤 울림들이 있을 거잖아요. 

자신에 대한 깊은 수용

대체로 참여자들은 옳고 그름의 판단을 넘어서서 자신이 지금 무엇을

느끼던 간에 그 모습, 그것 자체로 자신을 수용하려고 하였다. 내담자에

대해서 부정적 혹은 긍정적인 감정이 들 때 부정하기 보다는 하나의 경

험으로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보였다. 특히 참여자5는 모든 사람

은 부족하고 못난 부분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없애려고 하기 보다는

잘 수용하여 자신의 일부분으로 받아드리는 것이 중요함을 언급하였다.

참여자 3: 내가 느끼는 느낌이 뭐든지 간에 그걸 좀 있는 대로 경험하고 받아

들이고...지금 오늘은 이렇게 주로 상담에서 상담자들이 잘 안 내보이는 어

떤 부정적인 감정들을 말씀 드리긴 했지만 뭐..어떤 내담자는 굉장히 좋고 

사랑스럽기도 하고..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담자에게 표현하고 안하고

를 떠나서 ‘아..내가 이런 것도 내가 여기서 경험하는 거구나..’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거부하려고 하거나 ‘이러면 안 되지’하기보다는 그것 자체로. 

참여자 5: 어쨌든 상담, 우리가 상담이라는 만남도 결국에는 만남이건데, 그 어

떤 만남이든 그 만남이 힘이 있으려면 가장 자기가 자기로서 있는 그대로 

있을 때, 상담자든 내담자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간에 내담자

한테 도움이 되려면 어..제가 가장 내담자한테 충실하게 저로서 있는 모습

을 드러내는 게 중요하겠다. 라는 거에 대한 생각이었던 거 같구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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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우리가 상담을 하면서, 결국 상담에서 하는 얘기들은 인간이 되게 못

난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수도 없이 하는데..근데 인간이 못났잖아요. 못난 

거 뭐 어쩌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그냥 어떻게 하면 자기가 그런 것들을 꼭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잘 데리고 살지에 대해서. 그리고 진짜 그게 못난 부분

인지도 같이 보고. 저는 그니까 오히려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폭넓게 보는 거..이게 되게 상담에서 중요한 경험 같더라고

요. 

한계성 인정

상담실에서 상담자들이 만나게 되는 내담자들은 각각 너무나도 다양하

고 복잡한 인생을 살아왔다. 모든 내담자들에게는 각기 나름대로 자신들

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 내기 위해 비록 역기능적이고 자기 파괴적이

며 스스로를 더 궁지에 몰아넣는 모순적인 측면이 있다 할지라도 살기

위해 선택한 삶의 방식들이 존재한다. 참여자들은 오랫동안 상담자로서

최선을 다해 내담자를 돕는 자로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는 항상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자신들도 그저 한 인간일 뿐이고 내

담자의 모든 삶을 살아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온전히 다 이해하

고 수용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또한 자신도 실수할 수 있고 자신의 미숙

함이 발현될 수 있음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참여자 6: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증상 체크 리스트 하는 거 똑같아도 다 

달라요. 정말 독특한 고유한 그게 있어요. 아무 것도 같은 게 없어요. 이 

세상에는. 하늘 아래 똑같은 건 없어요. 그러면 내담자를 만난다고 할 때에 

이 내담자 맞춤의...나는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계가 있죠. <중략> 마흔 살이면 40년이 녹아있는 건데, 40년이라는 시간

이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사람 앞에 있는 건데... 그것을 내가 아무리 상담

을 오래한들....내가 그 사람의 인생을 살아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하나하나까지...우리가 사실 치료한다, 뭐한다 하는 것이 

말이 좀 안 되는 거예요. 극히 좀 어떤 부분에서 조금 더 알고 있고 이런 

거 정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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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9: 나도 얼마나 부족한 거 많고 미숙한 거 많고 나도 아픈 부분이 있

고...그래야 내가 저기[내담자]에 영향을 주는 거, 그런 것도 잘 감지가 되

고 내가 지금 여기서 지나치게 표현이 갔구나, 내 것이 묻어서. 

참여자13: 내 상태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

렇게 해서 상대가 그것에 대해서 표현하지 못한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기

회를 주게 되고...오히려..그리고 그것은 또 풀어 가면 되는 거고...그러니까 

그런 면들이 내담자가 살면서도 이러면 되고 이러면 안 되고 이런 역할을 

할 때는 이래야 되고..이런 거가 아니라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지만 항상 거기에는 누구든지 한계가 있는 거고. 그 한계를 내가..내가 

원하는 것으로 표현을 해서 이게 맞아 떨어지게 되면은 그 관계가 계속 갈 

수 있지만은 자기는 정말 절대적으로 뭐 50분 동안 100% 나한테 집중하고 

그런 모습을 하나도 보이지 않는 상담자를 원한다면은...그런 면에서는 어

떻게...내가 이미 보였고...할 수 없다면은 그 관계를 자기가 더 이상 원하

지 않는다면은 어쩔 수 없는 거지, 그거는. 어쨌든 선택이니까 그거는. 내

담자..그니까 내가 상담을 받으러 왔기 때문에 내가 100% 그 사람을 도와

주려고 하지만은 그 사람의 성에 다 차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성에 안차고 이런 거 보다는 어쨌든 이 관계 안에서 자기가 풀어가는 

게 중요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욕심을 버림

참여자들은 내담자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잘하려고 하는 유혹에

서 벗어나 자신이 할 수 있을 만큼 해나가려고 하며 주변 동료들과 자신

을 비교하는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기 시작하였다.

참여자 6: (상담을 정말 잘하고 싶은데 저 밖에 없으니까...결국은 상담 안에서 

내담자의 평가라는 게 저희들한테는 저희들에 대한 평가일 수도 있고..) 그

게 거기서부터가 그런 것 같아요...나는 뭐를 되게 잘하고 싶다 이러지 않

아요. 그게 별로 없어서 그런가 봐요. 이 길을 선택을 해서 내가 하는 것만

큼 하는 거지...잘하고 싶다는..글쎄요. 잘해야겠다, 잘하고 싶다 이런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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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별로 없어요. 그냥 이 거가 내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직업으로 이 일을 

선택한 거고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나가면서 나는 할 때까지 

한다’이기 때문에 잘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은 별로 없는데. 

참여자13: 상담에서도 뭐 다들 잘하시지...굉장히 다들 역량이 다 다르고 그런

데..부족해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내담자, 그런 내담자에게 최선을 다하는 

거고. 

참여자18: 어떤 모델을 따라하는 건 참 조심스러운 거 같아요. 그게 요즘 생각

인데..여기도 좋은 책이 많지만 책을 따라가면 안 돼. 위대한 사람 따라가

면 큰일 나는 거 같애. 왜냐하면 결국 그건 이룰 수 없는 꿈이잖아요. 어떻

게 예수님이 되겠어요. 그렇다면 그건 늘 부족함에 허덕일 수밖에 없잖아. 

진정한 그.. 자기를 못 만나는 거 같애. 한 번도. 그는. 늘 불만스러워. (부

족한 자기만 인식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나는 나를 살 뿐이라는 

거지. 저도 뭐가 되려고 무지 노력을 한 사람인데 그거 내려놓으니까...진짜 

나를 만나더라고. 

(3) 주체적으로 상담관계에 임함

자신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이해

참여자들의 사고가 변했다. 이전의 ‘상담자라면 이러해야 한다’는 이상

화되고 정형화된 상담자 이미지 틀에서 벗어나 ‘상담자이기 때문에 내담

자를 위해서 내 할 일을 한다’는 자신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인식의 전

환이 그것이다. 그들은 ‘상담에서 자신이 어떻게 보일까, 내담자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등의 자기중심적인 초점에서 상담자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며 설사 자신이 이해받지 못하고 욕을 먹더라도 마땅히

자신이 해야 할 말이면 관계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담자에게 자신의 생각

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이는 자신이 내담자의 변화와 성숙을 위해 필요

한 환경을 제공하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참여자들은

자신이 불편하더라도 내담자를 위해서 필요한 개입이라면 하고, 내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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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더라도 하지 말아야 하는 표현이면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

다.

참여자10: 내가 마음이 편하려고 하지는 말자. 그런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무언가를 표현할 때요?) 네. 내가 불편해도 표현을 해야 하면 하고. 내가 

불편해도 안해야 하면 안하고....나를 위해서는 하지 말자. 

참여자12: 상담자의 힘이라는 게 power의 의미가 아니라 뚝심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내공이요. 내담자에게 휘둘리지 않는 뭔가가 있으시더라구요) 

결국은 휘둘려주길 내담자가 원할 때가 있잖아요. 휘둘려줘야 될 때도 있어

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내

담자가 설사 서운해 하고 오해하고 화가 날지라도 내 이 행동이 내담자를 

위한 것이었다는 확신이 내 안에 있으면 그러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얘기해요, 

기분 나빠요, 왜 이렇게 안 해줘요’ 막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찌됐든 내 

안에서의 소용돌이는 치지만 그래도 어쨌든 너를 위해 내가 지금 버텨주는 

것이 필요하다, 너를 위해 버티고 있다라는 거. 이것이 너와 나와의 관계에

서 매우 중요하다는 거. 이런 확신이 있어야 내공이 생기는 거 같아요. 

참여자14: 내담자에게 집중해서 얘가 뭘 필요로 하는가를 아는 게 상담자가 할 

일이 아닌가? 내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예요. 내가 왜 존재해요? 그 사

람 도구로서 존재하는 건데. <중략> 무슨 자존심...걔를 도와주는 것이 목

표인데...나는 내 권위를 내세우지 않아요. 상담에서는 그 관계에 완전히 녹

아들지....걔들을 도와주는 거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지. 걔의 도구가 

되는 거지...저는 그렇게 생각해요.<중략> 상담 장면은 걔 시간인데....걔가 

돈 내고 걔가 하는 시간이고 나는 이 시간을 충분히 이 사람에게 주는 게 

내가 할 일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요.  

관계에 자기를 투입함

참여자들은 자신과 내담자 그리고 상담에 대한 번민과 고뇌 속에서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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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 통찰을 토대로 그리고 상담자로서의 자신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보다 주체적인 모습으로 상담관계에 임하는 모

습을 보였다. 그들은 더 이상 내담자의 세계를 탐색하는 관찰자 혹은 질

문자로서만 머물지 않고 내담자가 자신의 삶에 들어오도록 자신을 열어

보여 주었다. 이전에는 내담자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내담자만 존재하고

내담자만 보이는 상담관계였다면 참여자들은 점차 상담관계 안으로 들어

와 관계의 한 주축으로서 내담자와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다.

참여자10: [자신의 내담자 중 상담 시간을 정할 때마다 자신과 시간이 안 맞아

서 상담 시간을 정할 때 서로 약간의 실랑이를 벌이게 되는 경우를 이야기

하면서] 그렇게 두세 번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와서 거의 끝날 때 즈음 

또 딱 잡으려고 하니까 할 말이 있대요. 뭐냐 그랬더니 ‘왜 자기랑 상담 시

간을 잡을 때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냐. 선생님이 너무 고민을 많이 해서 

상담하시기가 싫은가? 힘든가? 내가 힘든 내담자인가?’ 그런 생각이 든다. 

고민을 많이 하거죠, 몇 주 동안. 그럴 때 또..‘아하 또 저렇게도 생각하네..

별거 아닌데 사실.’ 그 때 좀 고민이 됐죠, ‘이거 뭐라고 대답을 하지? 아..

아니네요...이렇게 하는 건 또 너무 상담자 같지 않고’ –웃음- ‘진정성 있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하..또 무슨 말을 하지...’ 길게 하면 또 변명 같고...변

명 같으면 또 의심할 거 아니예요? 그래서 그 때 좀 고민을 했었어요. 그

래서 ‘그래 까놓게 얘기하는 게 좋겠다.’ 이 사람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의

도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데 그것을 물어보지 않아요, 항상 (혼자서만 생각

하는 거예요?) 네 혼자서만 다 해석하고 그리고 결정을 내리는 스타일이었

거든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이 나한테 시도를 했구나, 나한테.’ 그래서 이

거는 꼭 얘기해 주어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 때 얘기했어요, “자...내 

스케줄을 봐 봐봐. [핸드폰 스케줄러를 보여주며] 너는 꼭 6시만 되잖아, 

저녁 6시. 근데 난 저녁6시에 다 약속이 있어. 근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

고 너를 상담하겠다고 했던 이유는 니가 늘 이렇게 6시에만 시간이 되는 

줄 몰랐어. 낮에도 되는 줄 알았어. 근데 늘 6시만 된다는 것을 상담 한회

기 끝나고 알았다. 그래서 늘 상 너랑 잡기가 어렵다.” 그랬더니 이해를 하

더라구요. 그 때 내가 진정성 있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궁

금하게 있을 때는 금방금방 물어보더라고요. (내담자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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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은 자신이 경험한 바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내담자에게

숨기지 않고 함께 공유하였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담자의 행

동이나 말 등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다른 사람의 시각

에서는 어떻게 보여 질 수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함이다. 참여자들은 내

담자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내담자가 자신의 생각이

나 경험에 매몰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참여자 9: ‘왜 나는 니 얘기를 하는데 왜...피곤하냐...지루하냐..왜 열심히 듣고 

있는데 그게 쏙쏙 안 들어 오냐?’ 옛날에 대학생 하나 00대에서 할 때 운

동권 학생이라 운동권 용어를 너무 많이 써. 그것도 약어로 막....그걸 매번 

물으면 상담이 진행이 안 되죠. 매번 물으면...대충 아는 것처럼 하고 가지

만 사실은 못 알아들을 때가 있으면 조금씩 그 얘기를 해야지. ‘무슨 말인

지 못 알아듣겠다...그게 뭐냐?’ 그러면 걔가 설명을 해야 하면 설명을 하

고 당황하기도 하고. ‘이것도 못 알아 듣냐?’는 식으로 당황하기도 하고...

그러면 ‘응,응,응. 나 못 알아듣겠어, 잘 못 알아듣겠어.’ (그러면 내담자가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서 같이 다뤄 나가는 거지...거기서 그 주제를 가지

고...‘지금 얘기 들으면서, 얘기 들으면서 당황되지? 얘기 들으면서 네 느낌

은 어떠냐?’ 그러면서 다뤄 나가는 거죠...근데 그런 느낌, 그런 영향을 주

고 있다는 거를 알아야 되잖아...다뤄나가는 거는 그 다음인거지...내 느낌

을 이야기해야 그 날은 말을 못하더라도..얘는 충격도 먹고 당황도 하고 뭐

도 하지만 생각도 해보고 자기도 ‘내가 그런 면이 있나?’ 이런 시간을 가지

면서 차차 다뤄 나가게 되겠죠. 포석을 그렇게 깔지. 깔면서 가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에게도 내담자와의 관계에 자신을 열어 보

이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는 그들에게도 상담관계를 위협

할 수 있는 도전적인 일이었다. 특히 참여자4는 진정성 있게 내담자에게

다가서는 것은 내담자에게도 한 인간으로서 자신에게 나아오도록 초청하

는 것이며 그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역동이 힘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

지,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운 일일 수 있는지를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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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4: 진정성을 보인다는 건 어느 정도 상담자의 자기개방이 있는 거잖아

요, 이게 내담자한테 이즈음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중

략> 진정성이라는 것은 상담자가 상담자의 역할을 잠깐 벗고 인간으로 있

는 건데..내가 한 인간으로 온전히 있는 그 자체가 간다면 사실은 그 사람

도[내담자] 한 인간으로 온전히 교감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는 거거든요. 

진정성이 무서워요. 내가 한 인간으로 온전히 있으면 이게 역동이 상대방도 

한 인간으로 온전히 있어도 괜찮다는 게 그 시간을 함께 한다는 게 상담에

서 가끔 올 수 있는 축복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게 또 가끔 있을 

수 있는 인간적인 만남이기도 하니까. 

갈등을 상담과정으로 인식함

참여자들은 내담자들과의 관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갈등이나 부딪침을

상담 과정의 일부분으로 인식하였다. 그들은 관계에서의 부딪침은 너무

나도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했다 안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서로 부딪치게 될 때 이를 어떻

게 다루어가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내담자들은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자신을 억압하거나 상대방에게 자신을 맞추기도 하며

혹 갈등이 유발되었을 때 이런 상황에서 도망치거나 회피해 버리는 등

부적절한 방식으로 이를 해결해 왔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관계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갈등을 내담자가 자신과의 관계에서 건강

하게 처리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자신을

숨기거나 관계에서 철수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다루는 것을 선택하였다.

참여자 3: 그 친구[내담자]를 비난하지 않고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비난하지 않고...화를 내도 ‘내가 너 이런, 이런 거 보면서 화가 난다’지 ‘이

런, 이런 거 볼 때 답답하다.’지 ‘뭐, 너는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너

는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니까..그렇게 되면 내담자를 규

정하고 비난하게 되는 건데 그런 건 피하려고 하죠, 아무리 화가 나서 얘기

를 하고 표현을 하더라도 ‘니가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 안하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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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 그런 게..왜냐면...상담에서 내담자에게 가르쳐 주는 것도 그런 내용이

잖아요, 네가 너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느냐를 가르쳐 주는데 상담자가 이

렇게 내담자하고 관계에서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일이 생길 때 상

담자도 사실 모델인 거잖아요. 그니깐 그럴 때 나도 어떻게 표현하느냐 아

무리 감정이 안 좋다 하더라도....그래서 그런 게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 같아요. 상처줄 마음이 아니잖아요, 내담자한테.  

참여자12: ‘어떻게 선생님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상담자

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너무 서운해요, 선생님. 어떻게 그래요?’ 라고 한 적도 있었고. 그랬을 때 

제가 그것에 대해서 ‘그래 지금 네가...’ 한편으론 공감을 해주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네가 당황스럽기도 하고 화가 나는구나. 아이

고...근데 어떻게 하냐? 나는 이러이러한 마음이 들거든. 나는 이러이러한 

것이 궁금해. 더 알고 싶어.’ 결국 사실은 맥락은 ‘너에 대해서 더 깊이 알

고 싶다’는 거거든요. 나는 피상적으로 안다는 것만으로 너를 안다고 말하

고 싶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게 전달이 된다면..그게 그 친구가 뭐..기질적

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거나, 너무 편집적이거나, 그런 경우

는 정말 조심하게 대하는 부분이 있죠. (진정성을 쓰실 때요?) 그쵸. 제가 

아무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닫아버리면 끝이니까. 그럴 때는 더 조심해

야 되는....그런 편집적인 부분들이 있거나 약간 borderline 특성을 가지고 

있거나..이럴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거 같아요. 훨씬 더. 근데 그렇

지 않은 경우에는 이것이, 내 마음이 통할 것이고 결국은 너를 해치려는 게 

아니라,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너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과정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도달되지 않을까.  

 특히 참여자8은 상담관계에서 경험하게 되는 혼란이 내담자에게 항상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성장할 때는 항상 거기

에 고통과 혼란스러움이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힘겹고 고통스러운 순

간일 때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 의구심을

갖기도 하며 가볍게 넘겼던 상황들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게 된

다. 참여자8은 평온함이 주지 못하는 혼돈의 긍정적인 측면을 언급하면

서 우리는 적절한 좌절 속에서 성장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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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8: 정신분석 책을 읽어보면 그런 게 있어요. 엣지 오브 케이오스(edge 

of chaos). 그니까 혼돈의 모서리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평온하고 안정된 

평화로운 상태에서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혼란스럽고 뭔가 고통을 겪을 

때... 생각해 봐요. 000선생도 살아오면서 내가 가장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음, 음 성장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그 고난을 극복하고 그 다음에 

뭔가 부쩍 자라잖아요. 너무 행복하고 부쩍 자라진 않잖아. 그니까 그런 의

미죠. 그니까 변화는 어느 정도 내담자한테 견디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혼란이나 어려움이나 좌절을...위니컷의 ‘good enough mother’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옵티말 프러스트레이션(optimal frustration). 근데 옵티말 해야

지. 이게 과도하게 돼도, 오버 프러스트레이션도 안되고. 너무 기별도 안에,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것도..적당히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고 혼란스럽고 편

치 않고. 아 이렇겐 안 되겠다 뭔가 변해야 되겠다. 요 정도? 그걸 늘 상담

자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상담자한테 느껴지는 거를 

활용하는 거지.

대범해짐

참여자들은 상담관계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에 주저함을 느꼈

던 것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을 활용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이는 참여자 스스로 자신을 수용하게 되면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타인

에게 드러나게 되더라도 크게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서 내담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을 보일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

참여자11: 상담자인 나 자신을 내담자가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하는 부분은...나

에게 있어서는 내가 워낙 나 스스로를 낮추는 경험들을 많이 했고 그것을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내가 그래도 괜찮아.’ 나를 수용해 주고 ‘누군가가 

나를 싫어해도 괜찮은 거다’라는 것들을 경험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인정해 

주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까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어떻게 보면 좀 뻔뻔해 진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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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16: 내담자가 자기[상담자] 이슈에 있는 거 알면 좀 어때요. 나도 인간인

데. 그래서 아 이거는 그래서 제가 잘못 캐치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며는 

저쪽에서도 캐치를 못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니 진짜 왠지 뭐가 느꼈

을 것 같긴 한데 확실하지 않으면 다음에 또 뭐 확인해 보죠. 이런 식으로 

불확실하게 그냥 놔두고 그게 뭔지는 그냥 되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그 

습관을 가져서 약간 쪽팔릴 거를 이제 무릅쓰고 틀릴 수 있다는 거를 무릅

쓰고 계속 확인해 나가다 보면, 네 경험으로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아 이거

는 약간 내 거 인거 같애. 이거는 그냥 내가 회기 끝나고 알아서 처리해야

지. 아니면 이거는 정말 interpersonal 공간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무엇이

라고 생각될 때는 없어지기 전에 빨리 잡고.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지고자 노력함

참여자들은 내담자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 진심이었을 지라도 내담자가

이로 인해 마음이 어렵거나 이를 소화해 내지 못한 경우에는 그것조차도

인정하고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참여자18의 경우, 상담관계가 일

반 관계와 달리 치료적 관계로서 상담관계에서의 힘의 불균형을 지적하

면서 상담자가 실수를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참여자 9: [내담자가]엄마에 대한 불평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2년 정도 엄마에 

대한 거를 많이 했어...근데 그 엄마도 나름대로 나는 이해가 되거든..쪼금 

얘가 마음이 많이 풀어졌을 줄 알고..한번 추석 땐가 설 땐가..명절 때 좌우

지간 집에 가서 엄마랑 부딪치고 오지...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는 엄

마를 이해하고 엄마의 안쓰러움도 얘가.. 그 부분도 느끼면서 얘기를 하길

래...“엄마로서도 그게 최선이었던 거 같기는 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얘

가 팍 뛰는 거예요, ‘선생님 누구 편이냐?’고 하면서. (당황스러우셨을 듯) 

당연하죠..얘가 아직...내담자들도 항상 요 상태에 있는 거도 아니고...내담

자의 마음도 왔다 갔다 하니까...나한테 지난번에 보여주었을 때는 이만큼

이었지만 오늘 얘는 그 지점은 아닌 거지...그럴 때는 그냥 ‘미안하다. 나는 

지난번에 니가 엄마에 대해서 좀 풀어진 줄 알았더니 아직도 속에는 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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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나. 천천히 나가자. 내가 빨랐다. 내가 너무 빨랐다.’ 인정하는 거죠...(그 

지점이 중요한 거 같아요. 선생님이 ‘미안하다, 내가 빨랐다’고 인정을 하시

고...) ‘내가 실수 했구나’ 이걸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진정성이죠....‘아차 내

가 잘못했구나.’ 느끼고 그것을 얘기하고 나눌 수 있는 게..나는 그게 솔직

성이고 진정성이라고 보거든요.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실수를 어떻게 다

루느냐지...상담자가 자꾸 내담자 앞에서 실수를 안보이려고 하는데 그거는 

상담자가 아직 유연해지지 못해서 그런 거죠, 상담자가.

참여자18: (선생님의 진정성이 내담자한테 좀 이렇게 잘 전달이 안됐다든지 아

니면 좀 역효과가 났다든지. 혹시 그런 경우는 없을까요 선생님?) 당연히 

있죠...당연히 있는데... 하.. 그런 경우는 음.. 저는 우선 제 잘못으로 쳐요. 

왜냐하면 전문가, 전문가는 좀 그것까지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즉 내 

반응이 저 사람한테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너무 뭐 이건 좀 완벽

주의 적인 태도일수도 있죠. <중략> 늘 한계를 시험당하는 거지. 제 한계

를 저의 수용 능력? (네) 또 제가 내담자를 파악하는 능력? 그니까 파악이 

잘 안됐으니까 제가 파악이 헛다리를 짚는 게 아닐까 그런 거죠. (아까 

provoking 될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provoke가 돼서 이미 인제 안 

좋은 상황으로 벌어졌을 경우도 있고, 근데 아직 provoke는 됐으나, 내가 

어떤 액션이 안 나갔을 때...후자이길 바래야지, 사실은. 거기서 좀 더 내가 

창조적인 반응을 보이면 좋겠죠. (네) 나간다음에는 음... 좀... 사과를 하

죠, 할 수 있다면. 사과는 때로는 노력을 해서라도 하죠. 노력이란 건 음... 

<중략> 정중히 사과하고, 환불도 해주고, 뭐 그런 거. 음. (그렇게 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선생님) 상담만한 권력관계는 없는 것 같

아요. 돈 내고 자기 영혼을..... 맡긴다.. 그게 상담이잖아. 고해성사를 그거

까지 돈까지 주면서 홀딱 벗는 거잖아요, 세상의 가장 취약한 자세를 취하

는 게 내담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상처를 받고 온다고 상상을 해봐

요...그러면 상담자가 무슨 짓을 한 거냐고...그게 타당화 될 수 있을까? 

(음) 그냥 뭐 일반적인 관계에서 어 뭐 어떤 뭐 A라는 학생이 교수한테 좀 

실망했다, 그걸 일일이 사과하며 다니진 않겠지. 근데 이거는 치료 관계였

기 때문에, 치료받으러 왔는데 상처가 됐다? 이런 범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 뭐... 상담 후에 이 바닥에서 사라지기도 하고...약물치료를 받기도 하

고... 우린 또 권위에 약한 사람들이라 외부에다 고소를 하거나 그러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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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않고....또 뭐 자기 비난이 심했던 사람이 또 그 위에 하나 더 자기 비난

을 더 얹어서 ‘역시 내가 못 알아들었군.’이라거나 ‘역시 내가 힘이 약해서’ 

이렇게 또 방식으로 자학을 할 수도 있겠죠. 그니까 그렇게 잘못된다는 거

지. 

(4) 내담자와 함께 하기

상담 관계에서 내담자와 무엇을 경험하든지 이를 관계 안에서 다룰 수

있는 역량이 커져감에 따라 참여자들의 유연성도 높아졌다. 자신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수용, 전문적 자기로서의 자신감 및 유능성이 밑받침이

되어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나 위기 등을 적절히 다룰 수

있는 역량을 키워가는 데 주력하였다.

내담자와 함께 점검하기

참여자들은 상담관계에서 자신이 경험하는 바를 내담자와 함께 점검하

였다. 자신의 생각이나 추측 속에 내담자 및 그와 함께한 경험을 판단하

거나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이 맞는지, 내담자는 어떤 경험

을 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경험

에 대한 일방적인 통보식의 전달이 아니었다. 상호주관적 관계 안에서

서로 느끼는 바를 공유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의 경험을 점검해

나갔다.

참여자11: 나는 내담자한테 ‘지금 어떤 느낌이 드냐, 내가 이런 말을 한 것에 

대해서?’ 혹은 ‘당신이 지금까지 이러이러한 말을 해 왔는데, 내가 이렇게 

한 말이 어떤 경험이냐?’라고 해서 본인의 경험을 들으려고 물어보고, 그것

에 대해서 받아준다는 말이 적합할지는 모르겠지만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내담자가 안전하게 자기를 다룬다고 생각될 수 있게끔..그

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나는 한다고 생각하고...그 다음엔 나도 내 감정

에 대해서 그렇게 드러내고...그것을 내가 드러냈을 때 내담자는 어떤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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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거나 어떤 생각이 드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고렇게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진정성을 다루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참여자12: 결국은 나의 섣부른 공감은 내담자의 내적 세계의 탐색을 방해한다

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오히려 내가 어떤 면에서 이 얘기가 나왔는지 궁

금하다고 다가가는 거가, ‘왜 이렇게까지 오는지 잘 모르겠다’ 라든가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내담자에게 훨씬 더 깊은 이해를 준다고 생각을 해요. <중

략> ‘아니 그 부분을 내가 잘 이해하고 싶은데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 어떤 맥락에서 네가 이렇게 마음을 느낀다는 건지 내가 더 알고 싶은

데 어떻다는 거냐?’ 라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거든요. ‘잘 내가 안와 닿는

다.’라든지. 그러면 내담자도 설명을 하잖아요.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오히

려 ‘그래서 그렇다는 거구나...’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 이해가 

안가면 또 물어보고. 그렇게 하다보면 내담자가 그냥 건너 뛰고 그랬어. 그

랬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스스로 깊이 볼 수 있게 하는 과정이 되

는 거 같아요 (찬찬히 자기를 보는..) 네..그리고 ‘이 부분은 당연한 거 아

니예요?’ 어떤 내담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선생님 왜 이해가 안가

세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제가 당연히 화가 안 났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래 네 표정을 보니까 진짜 화가 난 것 같은데..이런 상황이 

이렇게까지 화가 날까? 화가 날 것은 같은데 니가 지금 너무 많이 화가 난 

것이 느껴지고 이렇게까지 많이 화가 나는 것은 뭐가 있을까? 내가 궁금해

서 ...잘 모르겠네, 솔직히.’ 이러면 ‘[책상을 치며] 선생님 들어보세요.’ 하

고 지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 그러면서 이해가 되면서 건너뛴 

거, 과잉 해석을 한다던가, 오지각 했다거나 이런 어떤 부분들이 드러날 때

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이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렇게도 활용을 하는 거 같아요. 

내담자의 상태를 함께 고려함

참여자들은 자신의 진정성을 표현할 때 내담자의 자아 강도를 함께 고

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내담자가 상담자와 직접 부딪치며 관계

에서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내담자가 이를 받아드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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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상태라면 그 선택을 유보하였다.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때에도

참여자들은 느껴지는 것이 많고 경험한 바가 다양하더라도 내담자에게

필요한 만큼 그리고 내담자가 받아드릴 수 있을 만큼을 내담자와 소통하

려고 노력하였다.

참여자 3: ‘얘가 내 솔직한 감정이나 내 솔직한 얘기를 받아드릴 단계에 와 있

는가?’ 그것을 소화하거나 감당할 수 있는 친구인가? 그렇지 않으면 안하

죠. 했다가 더 그 친구에게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기간도 지났고 관계도 되고 그리고 이런 관계에서의 솔직한 경험, 피드백들

을 받아보는 것이 이 내담자한테 도움이 되고 또 저도 이것을 숨기고 가지

고 있는 것보다 이야기하는 것이 더 진전이 될 것 같고. 그냥 내가 이것을 

감수하고 담아놓기만 하고 그냥 지금 하듯이 간다고 해서 이 친구가 더 좋

아질 것 같지 않고...이런 판단이 들 때, 그런 시도를 해 보는 것 같아요. 

참여자 9: 나의 상담 관계에서는...어...내담자가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내담

자가 느낄 수 있는 수준만큼은..또 내담자에게 필요한 도움이 되고 필요하

다..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수준만큼은 상담에 투입을 해요.  

참여자11:.이 내담자에 대해서 나는 뭘 경험하고 있느냐...이것을 드러내서 내담

자와 작업하는 것에 대해...실은 나도 준비가 되어야 하지만 내담자도 준비

가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중요하거든요. 내담자의 준비정도는 보

는 것도 중요한 측면이죠. <중략> 일단은 이 내담자가 이런 위협적일 수 

있는..상담자가 부정적인, 부정적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말이나 표현을 했

을 때 이것으로 인해 지나치게 위축되거나 정말 상처받고 도망가거나 그렇

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정도의 준비수준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

어야지...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경계 설정

참여자들은 내담자들과 인간적인 교류를 하더라도 상담의 틀(ex. 회기

시간, 상담 비용 등)은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들은 적정한 경계를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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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는 것이 상담관계에서 보다 자유로울 수 있는 울타리가 되어 준다

고 하였다. 때로는 상담자도 한 인간으로서 감정에 휘둘릴 수 있기 때문

에 내담자와는 상담관계의 틀을 설정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참여자 3: 어떤 내담자는 더 해주고 싶은 내담자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잖아

요. 상담 시간도 좀 무리해서 잡는다거나 또 상담 시간도 좀 더 하려고 한

다거나...그럴 수 있는데...내담자가 맘에 들고 상담도 잘 따라오고 잘 하고 

그렇긴 하지만 그런 건 좀 지키는 것 같아요...내담자에 대한 내 감정이 긍

정적이고 좋고 그렇다 하더라도 상담의 틀은 또 유지를 하는 거니까...그게 

넘치지 않게 그래서 뭐...과하게 요구하는 거라든지, 그런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참여자 6: 그래서 나는 그런 것도 얘기 많이 해요. 그니깐 절대 시간이나 이런 

것도 딱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상담비나 이런 것도...이런 것들은 다 인간

적인 것들인데 내가 아주 그냥 원초적인 거죠, 본능적인 거...내가 뭔가를 

내담자를 뭔가를 과잉으로 많이 배려를 하게 되면 그게 반드시 그것을 대

가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니까 내담자가 시간을 계속 더 많이 

해달라고 원해서 그것을 계속 해주게 되면은 상담자가 나중에 자기가 시간

을 빼는 것을 내담자가 이해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해요. 절대 그런 식으로 관계하면 안 된다고. 

(5) 지속적이고 주도적인 자기 점검을 위해 힘씀

참여자들은 늘 자기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모습을 보였다.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는 일도 잊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이 숙련상담자라고 해서 자신과 상담에 대해 느슨해지는 것

을 경계했다.

자기점검 시스템을 활성화 함

참여자들은 자격증 취득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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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이나 case study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상담에 대한 자신의 경

계를 철저히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참여자 6: 나는 올해 초반까지도 슈퍼비전을 받았는데요,..(선생님이요?) 네네..

슈퍼비전을 이렇게...보통 전문가를 따고 잘 안하는데 근데 그거는 안돼요. 

정말로 사실 상담이라는 거가 하면 할수록 쉽지 않아요. 그러는데 계속..수

련 한참 받을 때처럼 막 매주 그렇게는 못하지만 못해도 일 년에 한 3-4 

case들은 내가 축어록 다 풀어서 그룹으로 공부하는 그룹이 있는데 거기를 

오랫동안 20년 정도 안 되게 돌아가면서 녹음테이프 다 들어가면서 슈퍼바

이저 선생님 계셔서 지도도 받고 (선생님보다 더 오래..) 그렇죠....연세 많

으신 선생님, 거의 연세가 80-90되시는 정신과 선생님이신데...그런 거를 

해요. 그런 게 도움이 많이 돼요. 

참여자 8: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한테 유리하게 정보를 선택적으로 처리하고 

그렇게 왜곡을 해요. 슈퍼비전을 해 보면 그 슈퍼바이지들마다 반복되는 특

징이 분명히 있어요. 그니까 그 사람은 계속 그런 게..그런 식으로 왜곡이 

돼. 지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내담자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슈퍼비전이 그걸 혹시 내가 왜곡돼 있지 않나? 그런 걸 봐주시는 슈퍼바이

저라면..그 슈퍼비전을. 그니까 저는 사례연구나 슈퍼비전을 꾸준히 계속 

전문가가 된 다음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전문가 했다고 안한다고. 이 

전문가들도 슈퍼비전 받으러 오는데 전문가 맞아? 이러면서 –웃음- 제가 

놀려줄 때도 있는데...다 자기중심적인 건 맞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거

에 대해서 나 역시 마찬가지야. 우리도 사례연구 해요. 어, 우리끼리 다 해

요, 다. 나는 상담 시작한 이후로 슈퍼비전이든 사례 연구든 안 한 때가 한 

번도 없었던 거 같은데.. 지금도 매 주 우리 사례연구 한다니까...다 자기 

사례 하나씩 내 놓고 돌아가면서 같이..(여기 선생님들하구요?) 네. 피드백 

하고, 연구하고...내 놓고.. ‘아, 나 지금 이 대목이 어려워서’, ‘아우 나 이 

꼴통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거 좀 더 얘기해 

봐’ 그래서 또 같이 얘기하고 이렇게...(선생님 연배 정도 되셨는데도...) 아

유, 사람이 그렇게 간단해요? 내 자신도 모르는데 남 알기 쉽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상담은 이 실제 현장에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다양한 사례들이 많은데. 안 할 수가 없죠. 우리, 우리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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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ct control’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어. 상담의 질을 보장해야 이게..연

구소가 돌아가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닫아야 되잖아. 그러니 늘 갈고 닦아

야지, 맨날 최신 저널을 가지고 같이 읽고. 

  

자기 경계를 늦추지 않음

참여자들은 때때로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했다. 상담에서 자신들이 하

는 개입이나 내담자를 대하는 태도에 너무 익숙하고 건강한 긴장감이 빠

졌을 때가 있다. 그런 순간들을 자각하고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려는

참여자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특히 상담에서 내담자들과 어긋날

때 그 순간을 자신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계기로 삼았다. 그 과정을 통해

서 느슨해진 자신의 태도와 모습을 다잡는 모습을 보였다.

참여자 6: 사람들이 자기를 제대로 안 봐. 굉장히 안보고 남은 너무 많이 보고, 

자기를 잘 안 봐요. 그렇게 스스로를 경계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어느 결에 보면 자기가 이렇게 하고 있어, 아..그러면 안 돼지...이런 거...

아까 상담자 바꿔달라고 하는 그런 일이, 최근 한 10년 동안 두 명 정도..

근데 나는 그런 일도 도리어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니까 내가 나를 한 번 더 조금 더 재정비한다, 그럴까? 그냥 또 그렇게 타

성에 젖어 있다가 그런 일이 한번 있고 나면 아...내가 조금 방심하고 있었

구나. 조금 더 날카롭게 하는 거죠. 내담자 맞춤으로, 내가 파악이 되고 해

도, 이 내담자한테는 아직 이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이런 거가 조금 무뎌

질 때 그런 일이 한 번씩 터지는 거예요. [중략]  내담자가 무슨 컴플레인

을 하거나 그럴 때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 그런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에요. 

참여자17: 이제 뭐 항상 내 안에는 ‘아. 이게 내가 너무 지나친 자신감인가. 아

니면 좀 더 살펴봐야 될 필요는 없는가?’ 아까 말처럼 불과 얼마 전에 작

년에 상처받았다고 할 때 거 내 탓만은 아니던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다

른 사람이 ‘와~’ 이렇게 하는 것도 때론 중재를 해가면서 했지만..그 친구

한텐 워낙 그게... 예 뭐 충분히 풀리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 자기 경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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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우선은 성장 과정이겠지만 다 자기

가 성장했다더라도 늘 자기관조, 자기경계는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

거를 쪼금 얘길 꼭 해야 될 거 같구요. 그러기 위해서는 비용이나 시간적인 

게 좀 들더라도...일정한 횟수 훨씬 더 넘어서는 만큼의 개인분석은 꼭 좀 

받아서 상담자로서 활동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 음.. 경험, 이거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된다. 요즘은 자격증 딱 딸 만큼만 하고 그만두는 사람이 많거

든요.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함

참여자들은 꾸준히 관련 서적을 읽으면서 사례에 대한 공부의 끈을 놓

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동료들과 또래 슈퍼비전을 진행하기

도 하고 최신 상담기법이라든지 상담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에 열려 있었

다. 현재의 자신의 상태에 안주하지 않고 더 강력하고 더 효과적인 상담

접근에 관심이 두고 늘 배우고자 하였다.

참여자13: 저는 책을 많이 읽는 거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정신분석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책들을...(선생님 연배이신데도 계속 공부를..) 아니요, 진

짜..저는 너무 모르는 게 많아서..정말이예요. (끊임없이 계속 공부를..) 그

러려고 계속 노력을 하죠. 못할 때도 있고 하지만은 그래도 하여간에 그...

그래서 계속 거기에 비춰서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의 모습을요?) 

네네. 그리고 인제 또 상담 동료들이 있으니까 상담 동료들하고 또...(진짜 

부러운 거 같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과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동료가 있

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 같아요). 정말 중요한 거 같아요. 상담에서는. 우

리가 내담자가 자기를 못 봐서 우리가 비춰주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마찬

가지거든. 아무리 뭐..나에 대해서 안다고 해도 끊임없이 모르는 게 계속..

모르고 싶은 거 일수도 있지만 –웃음- 굳이 알고 싶지 않은...그런 건 항상 

있으니까..어쨌든 그런 것들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부딪칠 수가 있는 

거고 만날 수 있는 있는 거지, 그런 면에서. 상담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동료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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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12: 왜 동료 슈퍼비전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막 이런 상담이 있을 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저는 1급 끝나고 나서 000상담센터에 있었어요, 

000대. 거기는 다 1급자들만 있는데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슈퍼비

전을 꾸준히 하거든요. 우리끼리요. 

참여자18: 상담자는 끊임없이 배워야한다...이런 철학을 굳게 갖고 있고...배우

려고 하는 상담자들은, 정체되어 있고, 그리고 잘못 처음에 그... 아.. 잘못

된 상담자의 어떤 습관에서....반복, 잘못 반복하고...때로는 스스로 합리화

하고...하는 문제.. 그런 걸 지니고 있다고 보고, 모든 게 발전하듯이 상담 

접근법도 당연히 발전하기 때문에 그 새로운 것에 늘 열려있어야 된다. 그

리고 음... 당연히 상담자가 도구니까 (네) 상담자의 칼날을 계속 갈아야겠

죠. 상담자의 도구. 도구를 세련화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 노력에는 인격적인 성장? 그 다음에 전문적인 수련이라 할까? 수련. 저

는 늘 배우려고 했던 거 같아요. 지금도 뭐... 많이 투자하고 있고...음 또 

배우는 게 재밌어요. 재밌고. 프로이트도 뭐 거의 100년 밖에 안 된 거 아

닌가?. 그러니까 처음엔 파격이었으나 인제는 그게 거의 현대 심리치료의 

기반이 되었으니까 음. 더 강력하고 더 빠른, 더 효과적인 치료에 늘 열려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을 학회나 아니면 어떤 뭘 통해서 그런 이렇게 배

우시는 일들을 계속 해나가시는가요?) 다른 접근법들에 늘 관심을 갖고 있

고요. 그래서 요즘은 2년 전부터 외국 나가면서 새로운 거..계속 배우고 있

어요, 학생으로, 3년 과정. (진짜요, 선생님?) 그럼..(저는 그냥 책을 읽고 

계신다는 건줄 알았는데요.) 에이.. 책으로만.. 책도 보지만 이렇게 어떤 때

는 강사도 초빙을 하기도 하고....특히 인제 뭐 외국 유명한 상담자가 왔을 

때는 가능하면 가보고. 

6) 작용/상호작용의 결과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의 작용/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치료적 자아로

서 기능함’, ‘자기 존재를 누림’, ‘자기가 확장됨’, ‘상담관계의 본질에 대

한 숙고’, ‘삶의 태도로 정착함’의 범주가 결과로 도출되었다. ‘치료적 자

아로서 기능함’은 내적인 힘의 증가와 더불어 자기 자신을 상담도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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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자신의 ‘감’에 대한 신뢰, 자신의 심리적 건강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1) 치료적 자아로서 기능함

참여자들은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수용력을 기반으로 자신 안에서

무엇이 경험되든 그것들을 온전히 수용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내

담자와 함께 탐색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경험이 내담자의 성장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상담 관계나 상담진행 과정 자체를 다루기도 하였다.

또한 자신이 내담자를 위한 도구로서 존재함으로 자각하고 자신에게 느

껴지는 것이 내담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면 기꺼이 자신의 것을 활용

하여 내담자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신을 열어 보였다.

상담도구로서 자신을 활용함

참여자들은 이제 내담자의 평가나 자신 스스로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

지고 자신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상담관계에서 내담자

의 성장과 회복을 돕는 도구로서 자신이 어떻게 기능해야 함을 분명하게

자각하고 있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민감성을 가지고 내담자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기능으로서 자신을 활용하였다.

참여자 6: 내가 슈퍼비전에서 이 표현을 많이 쓰는데, ‘내담자는 무죄’예요. 내

담자들은 그러니까 내담자요. 그런 게 원활하게 잘되면 뭐 하러 우리한테 

오겠어요. 그게 잘 안되니까 그러니까 상담 받으러 왔고 상담시간에도 여전

히 그걸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내담자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 

대상이 되어서 자극받고 영향 받고 그러지를 않고 그것을 잘 활용해야죠. 

그게 일상 밖에 가서도 이런 형태로 하니까 관계 형성이 잘 안되고 그러니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까? 이런 것들. 실제 그렇게 할 때에 나를 도구

로 삼아서 이런 경우 계속 나를 못 믿는, 나를 못 믿고 그러는데 혹시 지금

까지 믿음이 많이 갔던 사람이 있냐...누굴 믿어본 적이 있냐...그래서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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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누구도 잘 못 믿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그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는 도구로 충분히 쓸 수 있죠...나를 못 믿는다고 하는 거

가 이 사람의, 내가 어찌해서 나를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전반적

으로 신뢰가 안 되어 있다는 증거니까...

참여자18: (선생님이 내담자로부터 뭔가 경험된 경험을, 감정을, 정서를 활용하

실 때....) 그걸 인제 지금 떠오르는 것으로는 어.... 예를 들어서 요즘 상담

하는 어떤 분은...좀 이렇게 일단.... 이해하기가 힘겨워. 말이 일맥상통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막 이렇게 건너뛰는 거죠. 비약을 잘하니까.. 

비약을 잘하고 이 사람 자신 안에서 이야기 내용과 정서랄까? 불일치가 상

당히 커. 표정이 또 이렇게... 좀 일그러진 표정? 어.. 그니까 뭐 웃는 건

지, 찡그린 건지. 그니까 아주 뭐 자기 안에 부적절함이 심하다랄까? (네) 

그리고 또 이야기도 이제 one way지.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것도 아주 약

해서 그것도 이제 일방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힘겹고..어떤 때는 지루해지고 

어..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할지 몰라서, 나도 좀 힘들고...그러나 그 사람은 

무지하게 이해받고 싶어 하고...그 다음에 늘 하는 말은 늘 완전한 수용...

음. 이렇게 갓 난 아이가 엄마한테 받는 그 정도의 수용을 갈구해서 여기 

오고. 응. 그런 건 참 어려운거 같애. 그래서 그 때의 역전이?...그러니까 

그걸 이 사람을 이해하는 일단 이해하는 즉 평가하는....어.. 도구는 충분히 

되죠. 그 양반의 어떤...사이컬로지가 그렇고 대인관계 방식이 이렇고 그 양

반이 삶에서 원하는 게 이렇고...그러나 늘 얻을 수는 없을 테고. 너무 기대

하는 바는 크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죠.

내공이 쌓임

참여자들은 점차 내담자로부터 영향을 덜 받고 내담자의 이야기에 덜

감정적이게 되었다. 내담자가 자신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더라도

이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비난을 빼고 오롯이 자신이 느끼는 마음을 전달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관계에서 내담자를 위해 버텨줘야 하는 순간이

면 내담자의 어떠한 반응에도 굳건히 버텨주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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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7: 근데 그런 반응들을 할 때 감정이 실리면 안돼요. 개인적인[상담자

의] 감정이..그러면 상대가, 내담자가 뭐 비난한다거나 공격적이라거나 이

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냥 보여지는 것을 있는 그대로 담백하게 그냥...

그야말로 그냥 돌려주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내담자들이 너무 맘 상

해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부터는 제가 그거를 쓱쓱하고 있

는 제가 보이더라구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강한 저항이 온다거나 그런 

것을 별로 못느끼는 거죠. 근데 거기에 감정이 실리면 결코 안돼요. 감정이 

실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 지는 것을 비춰줬을 때는 오히려 자기의 모

습을 돌아본다던가... 그럴 수 있겠죠. <중략> 000선생님의 표현에 의하면 

‘주체성’이 있는 거. 주체성이 있다는 거는 내 할 말을 하는 거. 좋으면 좋

다. 싫으면 싫다. 관계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그게 인제 그 힘이 좀 자

라니깐 밖에서도 좀..밖의 관계에서도..옛날에는 좀 맞춰주고 거절 잘 못하

고..근데 지금은 안되면 안되는 거..되면 된다...여기[상담]만 그러는 게 아

니라 생활도 그렇거든요. 괜찮으면 오케이하고..안되면 안 된다...이런 얘기

를 밖의 관계에서도 하고 있더라구요. 어휴..인생이 가벼워져요. 진짜 인생

이 가벼워져. 

참여자 6의 경우, 내담자가 부정적인 감정을 자신에게 보일 때 당황하

기 보단 오히려 이를 반가워하며 적극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

다. 참여자12도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 그는 내담자가 강렬한 감정을 상

담 관계에 풀어놓을 때 이를 어떻게 내담자와 다루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뒷감당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참여자 6: 내담자가 어떤 얘기를 하는데 화를 내면서 해요. (상담자를 공격하는 

내담자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근데 나는 사실 그럴 때 쾌감을 

느끼는데...속으로 ‘아싸’ 하거든요. 그런 순간에 도리어...왜냐하면 되게 좋

은 기회예요, 그게. 그런 경우가 내담자는 자기가 그것을 감지 못하는데 화

를 내는 형태가 아주 여러 가지예요. 상담에서 사실 내담자의 화가..마치 

전기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방 안에 보이지 않게 전선이 있어서 전기

가 흐르고 있죠. 그래서 스위치를 켜면 전기가 흘러서 켜진단 말이에요. 안

에 화가 있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그게 나를 향해서 불이 커지는 거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밖에서 켜지는 것보다. 왜냐면 아주 생생하잖아. 그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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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다루기 좋은 거죠, “뭣 때문에 화가 나냐?” “왜 그러냐? 그럴 때 나

한테 어떤 느낌이 드냐?” “내가 그렇게 말한 게 어떻게 들리냐, 뭐로 들리

냐? 왜 내가 그런 뜻으로 말했다고 너는 생각 하냐?” 이렇게 활용을 하면 

그래서 상담은 쭉 진행을 하다보면 내담자가 상담자한테 화를 내는 거가 

상담 진행 과정에서 계기가 될 때가 많아요. 그 전후로 해서. 그리고 때로

는 화를 내기 직전과 화를 내고 난 직후의 session이 굉장히 많이 다르

고....사실 반가운 그런 거죠, 내담자가 화를 내는 거는. 

참여자12: 경력이 좀 많아지면 이 뒷감당에 대한 자신감. 그래 어떤 뒷감당이 

오든 간에..그리고 어떤 반응이 올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기도 하고, 

내담자라면 어떨까? 그리고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 게 더 깊이 있

게 만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에 대해 자신이 생겼을 때..그랬으니까 할 

수 있는 거 같기도 해요.  

‘감’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자신의 내면

의 감정이나 경험들을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자신 안의 어떤 ‘울림’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참여자 4: 나는 내 감을 제일 중요한 단서로 쓰고.

참여자18: 내담자가 토해내는 그 ...어.. 표현들, 상담자.. 즉 나라고 한다면 상

담자 안에서 울려지는 것들을, 울려지는 것들을 내가 첫째 민감하게 알아차

려야겠죠. <중략> 내담자의 말을 통해서 (네) 내 안에 어떤 울림들이 있을 

거잖아요. 때로는 그게... 연민이 될 수도 있고, 수용이 될 수도 있고, 때로

는 어떤... 뭐 같은... 아픔일수도 있고. 음. 어떤 공명일수도 있고. 또 때로

는 뭐 안타까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떤 좀 상담자의 일치성을 좀 더 

강하게 드러내게 될 수도 있겠죠.

자신의 심리적 건강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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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은 자신의 심리적 건강성에 대한 신뢰가 높았다. 그들은 자신

의 감에 대한 믿음, 자신의 감정에 대한 믿음이 높았다. 지속적으로 자신

을 검점하고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심리적 건강성을 유지하였고, 자신이

느끼는 느낌이 뭐든지 간에 있는 그대로 경험하고 받아들였다.

참여자 9: 내 감에 대한 자신감. 그 다음에 믿음. 내 이런 느낌이 그냥은 아니

야....그냥은 아니야...그리고 심리적으로 나의 건강성, 안정감..내 자신에 대

한 안정감...건강..내 심리가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사람이라는 그런..

그것을 근거로 한 자신감...내 감정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이것은 내가 이

상해서 느끼는 것이 아니야.’가 되는 거지. 

(2) 자기 존재를 누림

참여자들은 타인과의 비교에서 벗어나 그저 자기 자신은 자기일 뿐이

라는 명확한 인식을 하고 있었다. 자기가 누구이며 어떠한 사람인지, 누

구를 만날 때 힘들어 하고 힘이 들어가는지,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떠한지

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주는 자유와 안정

감을 함께 지니고 있었다.

내담자의 평가로부터 자신을 분리

참여자들은 내담자들과의 관계에서 경험된 자신의 모습을 자신에 대한

평가로 연결 짓기보다는 내담자의 내면세계를 이해하는 도구로 활용하였

다. 내담자들이 자신에게 하는 평가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자신이 상담

에 기여하고 상담에서 한 일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 보였다. 그럴 수 있는 점은 내담자가 자신에게 보이는 부정적인 반응

은 과거의 중요한 대상에 대한 전이 반응으로 인식하고 참여자 자신의

것으로 가져오지 않기 때문이며, 자신이 그렇게 내담자의 평가로부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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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분리했을 때 보다 분명하게 내담자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하였다.

참여자 2: 저는 제가 한 것만큼은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니깐 그 사람한테 내

가 25번 만났어요. 그러면 내가 25번 만나서 할 수 있는 만큼은 한 거야.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중략>   저는 그렇게 느끼는 그 현상이 이 

사람의 호소문제랑 어떻게 닿아있는지...그리고 이 사람이 목표로 하는 행

동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그걸 살피고 도와주는 상담자지. 여기서 이걸[회

기 기록] 쳐다보고 와서 평가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아는 거. 그게 중

요한 거죠. 

참여자 3: 상담적으로만 받아서 넘어가는 것 하고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해서 

부딪혀서 넘어가는 거 하고..그랬을 때 내담자에게 좀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을 때, 그럴 때, 그렇게 하기도 하고...그리고 그게, 그니까 이제...과정에 

대한, 뭐라 그럴까, 제 마음가짐, 태도 이런 건, 이게 얘하고 나하고 같이 

경험하고 겪는 과정인거지, 이 과정을 했다고 해서 내가 화를 냈거나, 쟤가 

나한테 화를 냈거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슨 능력이 없는 상담자가 되거

나 인격적으로 미숙한 사람이 되거나..그렇게 제 스스로가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그 친구에게 그렇게 보이거나, 그것에 대해서 그런 두려움이 없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친구가 

‘아니 상담자가 뭐 저래? 상담자가 화도 내고 나한테 뭐라고 하고 그러네. 

상담자 맞어?’ 이런 식의 비난이나 이런 식의 시선을 두려워한다면 못할 

거 같아요. ‘아니 네가 밖에 나가서 그러던지 말든지 뭐. 그래도 이건 필요

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나도 한 사람이고, 뭐 어떤 감정을 가진 한 

사람이고,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지, 그런 걸 

가지고 내가 능력이 부족하거나 내가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뭐

가 생기는 거는 아니다.’라는 자신. 이런 게 있으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참여자14: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는 건 자신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내가 

느끼는 것을 있는 그대로 들어내는 거잖아요.)그렇죠. 저는 그래요. 근데 

저는 그게 창피하지 않아요. (그걸 드러낼 때 두려움이 없으신가요?) 없어

요. 뭐 어때요? 뻔한데...아니 내가 뻔한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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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은 상담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역할 중에

하나이며 ‘전체(whole)로서의 나’를 인식하며 스스로를 통합해 가는 모습

을 보였다.

참여자 6: 이게 나예요[A4 백지 전체를 가리키며] 이게 난데 내가 상담자이기

도 하고 이건 내 역할이에요. 나는 엄마이기도 해요. 딸이기도 하고, 며느

리도 되고 아내도 되고 그 다음에 공부라는 곳에서는 도반이기도 하고...여

러 가지 역할이 있어요. 투표도 하고...지금은 상담자 역할이에요. 이게[A4

용지에 그려져 있는 동그라미, 동그라미 안에는 역할 이름이 적혀져 있음] 

‘내’가 아니거든요. 그니까 [A4용지 전체를 가리키며]이게 나예요. 이 내가 

상담을 하는 거예요 아까 진정성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 나[전체로서의 

‘나’]로서 상담도 하고 이 나[전체로서의 ‘나’]로 엄마도 하려고 하고, 이 

나[전체로서의 ‘나’]로 있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중략> 내가 

지금 상담을 하니까 상담자인거지. 또 상담을 안 하고 있으면 더 이상 상담

자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역할이라는 것뿐이지. 그냥 나로서.

(3) 자기의 확장

참여자들은 자신이 누구인가가 명확해짐이 높아짐에 따라 내담자 수용

능력 역시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자기가 확장되었다는 것은 내담자와

그의 부분들에 반응하기 위하여 자신의 좀 더 많은 부분을 사용하는데

능숙해졌다는 말이다. 참여자들은 상담에서 자신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하

면서 내담자에 대한 수용과 내담자의 세계로 들어가 두려움 없이 그 안

에서 돌아다닐 수 있는 능력을 활용하였다. 또한 내담자가 자신의 마음

에 들어와 함께 자신의 삶을 지지고 볶는 것을 감당해 내는, 품어내는

품의 크기가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참여자 6: 슈퍼바이지들한테 그런 말을 하는데 내담자가 여기에 쏙 들어오려면 

나는 이것보다 훨씬 더 커야지만 들어와서 여기서 지지고 볶고 할 수 있는 

거, 이런 space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니깐 이것을 자꾸 넓혀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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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16: 저는 다른 부분보다 비슷한 부분이 많이 느껴져요... 그니까 저 사람

[내담자]하고 나하고 매우 다르지 않다. 물론 기질이나 이런 것들은 다르고 

처한 상황도 다르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내가 저 사람의 입장에서 살았으

면 나도 그렇게 다르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고...그래서 저는 제 내담자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되게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중략>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너무 당연하게 느껴져요...그 사람은 그 상황에서 다른 거

를 선택하기가 되게 어렵고... 어,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면 통계적인 분포에

서는 극단치의 행동을 한다고 볼 수 있지만...그런 과정을 봤을 때 매우 이

해할 만한 선택? 이라는 생각이 들고...어 그러면서도 상담실에 와서 어떻

게 해 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돈이 없고 자원이 없고 지지해 주는 사람이 

없고...뭐 지금 뭐 나이가 너무 많이 차서 좋은 시절을 다, 뭐 아무것도 못

하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뭔가 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게 되게 저는 용기 있고 되게 존경스럽고. 

또한 참여자들이 경력이 높아짐에 따라 자신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사람을 품어내는 인격이 성숙하게 됨을 확인하였다. 내

담자를 한 인간으로서 대하면서 그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을 존중하려는

마음이 깊어짐을 확인하였다.

참여자 7: 계속 상담하다 보니까요 에휴..세상에 안 일어날 일이 뭐가 있겠나. 

사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세상에 안 일어날 일은 없는 거 같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하는 거 다 상담 들어보면 그거보다 더 기막힌 거 다 있어요. 자

꾸 내담자들 얘기를 듣다보니까 에휴 세상에 안 일어날 일들은 없어...다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야..그렇게 저도 바뀌더라구요. ‘옳으니 그르니’가 아

니라 다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지. 그 맥락들을 들어보면.

참여자 9: 상담을 받으러 온 내담자들은 어쨌든 고통과 아픔과 결핍 때문에 오

는 거니까...그 고통과 아픔을 지닌 내담자를 내가 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

고 이해해 주고 알아주고....걔 문제가 걔 아픔의 표현이라고 보고....문제가 

아픔의 표현이라고 보고 그래서 한 사람으로서 걔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걔

를 한 인간으로 그냥 아픔까지도 이해해 주려고 하는 거지요, 존중해 주려



- 103 -

고 하는 거.

참여자18: 그 분은 내 상담만큼 편한 적은 없었다고 하더라고...그냥 이렇게까

지 막힘없이 말한 적도 없고.. 이렇게 자유로와 본 적도 없다. (본인이요?) 

응 (그러면 선생님이 뭘 제공 하셨기에 그 내담자는 이렇게까지 솔직하고 

거침없이 얘길 하고 자유로웠을 수 있었을까요, 선생님?) 저는 그의 여러 

선택들을 존중...했다고 봐요. 일단 첫째 내가 어떤 비판의 생각이 전혀 없

었고... 물론 뭐 예를 들어서 인제 그 남자의 부인이 와가지고 머리채를 

뭐..끄잡고 뭐 앞으로 여러 드라마가 펼쳐질 순 있겠지. 그건 그거고, 그 때 

또 가서 보고...근데... 어쨌든. 선택에 더 나름의 타당성, 정당성 그런 게 

있다고 믿었고 뭐 한 치의 의심도.. 뭐 그런 건 안 들었고...그냥 뭐 기본 

입장은 존재를 수용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뭐 흔

히 감정의 수용? 뭐 아주 좁은 거고 로저스입장도 그런 거죠. 상대의 존재 

방식을 존중하는 거지. <중략> 내가 일일이 이해는 못해도 ‘그에게는 어떤 

입장이 있을 것이다’라고 추상적으로는 인정이 되는 거죠. 그니까 ‘내 머리

로 내 인식으로 내 방식으로 다 이해해야 된다.’ 그거는 참 오산인거 같아

요, 상담자들이...그래서 자기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꼬치꼬치 묻는 거? 그

건 좀 그건 상담자를 경계해야 한다고 봐. 응. 왜냐? 이게 내 틀로 자꾸 각

색을 지나치게 하려다가 혹시... 내담자의 그 존재 방식이, 왜곡될 수도, 있

을지 모르니까. 

(4) 상담에 대한 이해가 깊어짐

상담관계를 바라보는 참여자들의 시선이 깊어졌다. 내담자들이 나누는

삶의 무게, 아픈 과거, 힘든 현실에 대한 이야기에 자신이 동참할 수 있

다는 것 자체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어떻게 보

면 가장 취약하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어려운, 가장 못나고 어두운 모습

을 상담자인 자신에게 꺼내어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커다란

의미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상담을 가볍게 대하지 않았다. 그들은

상담이 갖는 의미를 보다 마음 깊이 되뇌며 상담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보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그래서 결국은 내담자가 성장하도록 돕는데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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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다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참여자 4: 상담이라는 게 결국은...상담에 오시는 분들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

거나 자기다운 삶을 못살거나 자기가 싫거나..혹은 그 무엇이든..자기와 관

련된 무엇인가의 고통이 있어서 상담에 온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그 고

통이 있는 그대로의 나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럴 

듯한 사람이 돼야 된다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거나 부모나 사회

가 바라는 그 조건에 내 생존도 걸려있고 하니까....내가 온전히 있는 그대

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고통이 온다고 보거든요. 그게 우리 삶인 거 같

고...온전히 그대로 있어도 괜찮다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잖아

요. 그럴 수 있는 곳이 저는 상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온전히 그대로 

있어도 괜찮다....요 순간 안에서. 그리고 그 순간의 경험이 무엇인지 경험

을 해야 알거 아니에요. 그건 이해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를 내담자한

테 주고 싶다면 내담자가 그런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

면 진정성이라는 건 가장 강력하지 않나...내담자가 온전히 있는 그대로 있

어도 괜찮다는 거를 경험하려면 어떨 때는 상담자도 온전히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 가장 귀한 경험이 되는 거 같더라구요.  

참여자14: 이게 얼마나 진정성 있는 얘기예요...이 사람이 정말 속에 아픈 얘기

를 여기다 꺼내 놓은 건데..이렇게 친구하고도 이런 만남을 가질 수 없잖

아..내담자 상담자 관계는 진짜 아픈 것을 여기다 얘기하는 거잖아. 이 사

람들은. 그런 것에 내가 동참해 준다는 것이 그게 어떤 의미가 되는 거죠. 

‘아..상담이 정말 소중하구나’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5) 삶의 태도로 정착함

참여자들은 그들의 삶 자체가 진정성 발현의 향연이었다. 자신의 일상

대인관계에서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이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경험

을 솔직하게 드러내며 서로 소통하는 모습은 비단 상담실의 현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들은 그렇게 살았다.

참여자 9: 소소한 것들을 많이 나누죠, 남편이랑 가족 간에 그리고 밖에서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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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들 간에..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하면서 또 배워지죠. 상담을 자꾸 하다가 

보면 이것은 “culture”인 거 같애.(그게 무슨 뜻일까요, 선생님?) 내면에서 

일어나고 내가 느끼고 체험하고 하는 거를 큰 문제가 있어서 얘기하는 것

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들하고 잘 소통될 수 있고 교감할 수 있는 방

법으로 얘기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문화가 나한테, 그런 것들이, 그게 나한

테 삶에 자꾸 스며들어서 내 삶이 내담자하고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주

변사람들과 이렇게 많이..솔직하게...그러니깐 내담자만이 아니라 일반사람

들에 대해서도 측은지심도 많이 느끼고 안타까움도 많이 느끼고. 또 솔직하

게 주고 받고...하나의 문화인 것 같은 느낌이..



- 106 -

3. 이야기 개요

내담자들은 대체로 자신의 삶의 어려움과 힘듦을 누구라도 온전히 이

해해 주길 바라고 상처 나고 아픈 마음에 위로와 격려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상담을 찾는다. 또한 내담자들은 자신이 겪고 있는 현재의 고

통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은 간절함으로 상담을 찾기도 한다. 하지만 막상

상담이 시작되면 내담자들은 자신의 진짜 고통을 상담자에게 바로 꺼내

어 놓지 않는다. 이는 내담자 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진짜 고통이 무엇인

지를 잘 인식하지 못하기도 하고, 설사 알더라도 자신이 그것을 꺼냈을

때 상담자가 이를 잘 감당해 낼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기도 하며, 자

신의 주변 사람들이 그랬듯이 상담자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바라보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 불안 등이 높아서 상담관계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내담자들을 만나는 게 매일의 일상이며 자신의 본업인 참여자

들은 내담자들이 갖는 심리적인 부담감, 불편감,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을 잘 인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상담관계 초

기에서는 되도록 내담자에게 그를 이해하고 있으며 그가 겪었을 힘듦과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뭔가 자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음을 인식하게 되거나 상담관계가 막혀있고 진전이 없음을 자

각하게 되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내담자가 자신이 하고 싶은 핵심적인

이야기 보다는 주변적이거나 부수적인 이야기로 상담회기를 채우기도 하

며 상담자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은 내담자가 들려주는 이야기와 이에 수반되는

감정이 일치하지 않거나 내담자가 하는 말과 그것을 듣고 있는 자신의

마음에서 유발되는 감정이 불일치함을 자각하기도 하였다. 요약하면 참

여자들은 내담자에게 공감과 이해를 전달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으

며 상담이 진행될수록 상담 관계가 삐꺼덕 거리고 난항을 겪고 있으며

내담자의 문제가 상담관계에서 재연되는 것 같은 상황에 부딪치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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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순간에 참여자들은 이를 내담자와 다루어야겠다는 판단이 들지

만 그러기 위해서는 상담관계에서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바를 진정성 있

게 드러내야 하는데 이에 참여자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주저하였다. 순간

적으로 참여자들은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이 경험하는 바가 정말 자

신이 진정으로 느끼는 감정인지 혼란스러움을 느꼈고 혹 자신의 미해결

된 과제의 문제로 발생되는 느낌은 아닌지 고민하였다. 그들은 이 상황

에서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맞는 감정인지, 그리고 이 경험을 표현하는

것이 내담자에게 도움이 될 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설사 자신의 경험을

내담자와 함께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된다더라도 어떻게 이를 드러내야 하

는지, 그리고 그 이후 내담자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 앞서기

도 하였다. 다시 말해, 참여자들이 상담관계에서 자신의 진정성을 발현하

지 못하는 것은 내담자가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상담관계가 단절될 수

있는 가능성이었다. 즉, 내담자가 상담자의 말을 공격으로 인식하고 스스

로 상담관계를 종결해 버리는 경우였다.

또한 참여자들이 상담관계에서 자신의 진정성을 발현하는데 주저했던

또 다른 이유는 상담자로서의 이상화되고 정형화된 틀이 있어서 상담자

로서 성숙하고 전문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자신의

인간적인 면모들을 최대한 숨기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성숙

하고 전문적인 모습이란 내담자의 어떤 말에도 감정적으로 흔들림 없이

따뜻하고 온화하게 반응해 주며 평온함을 잃지 않는 것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자신들이 내담자에게 영향을 받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 상대적으로 덜 전문적이고 상담자답지 않은 모습이라 판단되기 때문

에 자신의 인간적인 반응을 내담자에게 보이기보다는 자신에게 덜 위협

적인 공감 반응에 취중하게 되었다.

하지만 참여자들은 상담관계에서 자신의 진정성을 발현함을 주저하는

모습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자신의 비진정성을 깨닫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자들은 자신과 내담자, 상담에 대한 치열한 숙

고의 시간을 가졌다. 그들은 상담회기를 꼼꼼하게 기록하고 자신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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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담자와 겪는 관계 양상이 순간적인 것인지 아니면 상담과정에서 지속

적으로 반복되고 있는지, 내담자에 대한 자신의 반응이 자신의 방어기제

발현은 아닌지, 임상적 증거(그림검사나 심리검사 등)와는 어떻게 연결되

는지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참여자들은 내담자가 보이는 행동에 집중하기 보다는 내담자가

보이는 문제 행동 이면에 있는 이유와 맥락을 관심을 가졌다. 그들은 내

담자가 보이는 문제가 내담자의 어떤 마음을 표현하는 것인지,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 몸부림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은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에 선택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투명하게 다 지각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런 감정들이 자신에게 무엇

을 말해주는 것인지 분별하려고 애쓰면서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감정에 세밀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은 상담자의 내적 경험이 상담에 방해가 되는 요인으로

간주하고 내담자를 온전히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서는 상담자가 빈 스

크린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던 학문적 분위기에서 상담자가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들이 내담자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주장하는 쪽으로 상담 이론의 무게중심이 변화

하면서 더욱 가속화 되었다. 이전에는 상담자의 느낌이나 경험은 마치

상담자의 개인적인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역전이로 상담자가 해결해야

할 개인적 이슈로만 치부되었으나 꼭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는 학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러한 학문적 분위기는 상담자가 내담자와의 관계

에서 경험한 것들이 상담관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정보로서 내담

자의 심리적 역동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서 주목을 받게 되

었다. 참여자들 역시 이와 같은 학문적 분위기를 수용하고 상담 관계에

서의 자신의 경험을 배제하거나 억압하기 보다는 내담자들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진정성을 발현하기 위해서는 자

신을 오롯이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그들은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회피하거나 부정하기 보다는 수용하려는 자세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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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다시피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수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

다. 못나고 흠이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보다는 숨기

거나 없애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이 자

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가능했던 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지속적

인 진실한 만남이었다. 참여자들에게는 자기 스스로도 몰랐던 자신의 모

습에 대해 솔직하게 피드백을 해 주는 동료집단들이 존재했으며 참여자

들은 이들과의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 이들은 서로에게 꾸며 말하지 않

고 자신이 저지른 실수나 어처구니없는 선택에 대해서도 다 털어 놓을

수 있는 관계의 사람들이었다. 또한 듣기 좋은 말보다는 서로의 성장을

위해 아낌없이 쓴 소리를 할 수도 있고 서로의 민낯을 드러내어도 공격

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그 자체로 수용해 주었던 사람들이었다. 그 사람

들이 자신의 방황과 못난 모습을 묵묵히 지켜봐주었던 지도교수이기도

하고 자신의 상담 선생님 혹은 슈퍼바이저, 그리고 가족이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은 이들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이 좀 못났고 부족해도, 그리고

자신이 약하고 완벽하지 않아도 그냥 그 자신이어도 된다는 존재의 타당

성을 경험하였다. 참여자들은 주변사람들과의 진실한 관계 교류를 통해

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될 뿐만 아니라 내담자와의 관계에서도 자신

을 내어 보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

점차 참여자들은 보다 주체적으로 상담관계를 형성해 나갔다. 이전에

는 내담자 반응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모습이었다

면 점차 참여자들은 자신의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상담관계에

자기를 투입하기 시작하였다. 참여자들은 이제 자신이 불편해도 내담자

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야 하면 하고, 아무리 자신이 불편

해도 하지 말아야 하면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였다. 선택의 기준이 자신

의 두려움에 대한 반응으로서가 아니라 내담자의 성장에 대한 자신의 기

여가 되었다. 더불어 진정성이라는 명목 하에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반응으로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아닌지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상담관계에서 진정성을 발현함으로써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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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될 수 있는 갈등을 두려워하기 보다는 상담의 과정을 받아들이게 되

었다. 그들은 인간 대 인간으로 부딪쳐 줌을 통해 내담자가 관계의 갈등

이 있더라도 관계를 회피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관계 안에서 이를 해결해

가는 법을 함께 배워가는 것이 중요함을 알았다. 참여자들은 서로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이야기하더라도 비난하지 않고 관계가 단절되지 않으

며, 관계 안에서 부정적인 경험들을 건설적으로 다루는 법들을 내담자가

훈습해 가는데 그 자신이 마중물이 되어주고자 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내담자들은 상담자로부터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시

간이 지난 후에는 자신의 진심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이 생각하고 의도했던 바대로 내담자들이

그들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 헤아려 주는 것만은 아니었다. 또한 참여자

들도 의도치 않게 내담자에게 자신의 감정이 지나치게 표현되기도 하였

다. 이럴 때 참여자들은 내담자의 잘못으로 핑계대거나 우물쭈물 대충

넘어가기 보다는 내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달하였다. 자신도 미숙

하고 부족한 부분, 아직 해결되지 못한 아픈 부분이 있어서 지나치게 표

현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내담자가 받았을 아픔과 힘듦을 수

용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였다.

그래서 참여자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내담자에게 일방적으로 전

달하기 보다는 자신의 경험을 내담자와 함께 검점하려고 노력하였다. 상

담관계에서 뭔가 석연치 않는 부분이 있으면 내담자에게 물어보고 이해

되지 않거나 잘 모르겠는 언급을 내담자가 할 경우 솔직하게 잘 이해가

되지 않으니 설명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자신의

말이나 표현이 내담자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확인하고 내담자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 경우 그냥 지나치지 않고 내담자에게 물어 보면서 관계

안에 함께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자신의

표현이나 반응이 내담자에게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를 어느

정도 예측하여서 내담자가 이해하고 받아드릴 수 있는 만큼 표현하려고

하였다. 비록 그들이 민감하게 많은 것들을 느끼고 생각하고 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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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담자가 이를 소화하고 받아드릴 수 있는 만큼 전달하려고 하였다. 이

는 참여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내담자와 공유하는 것은 내담자에게 도움

을 주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을 얼마만큼 관계에 투입하는지

에 대한 중요한 기준은 내담자의 상태가 되었다. 내담자가 준비되지 않

았으면 아무리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 많고 함께 공유하고 싶은 경험이

있다할지라도 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불문율이었다. 내담자가 자신의 말

을 받아드릴 수 없을 만큼 자아 강도가 약하거나 압도되는 감정에 휩싸

여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에는 먼저 내담자의 내적 세계에 집중해 주는

것을 우선시했다.

참여자들은 내담자에 대한 애정과 상담에 대한 열정이 깊었다. 그들은

내담자가 진심으로 나아졌으면 좋겠고 내담자가 정말 잘 되었으면 하는

깊은 바람, 상담을 정말 잘 하고 싶은 갈망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에서

상담을 잘하고 싶다는 갈망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자 하

는 욕구와는 확연히 다른 것으로 상담을 잘하는 자기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을 통해 내담자의 삶이 건강해지고 그가 그답게 살 수 있기

를 바라는 깊은 갈망이었다. 그래서 참여자들은 자신이 정체되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고 늘 자신을 되돌아보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참여

자들은 이미 상담전문가로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슈퍼바이저로서 활동하

면서도 사례공부에 열심을 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

는 이슈들이 무엇인지, 사례에서 자신이 놓치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 사

례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서로 논의하고 조언하며 격려

할 수 있는 또래 슈퍼비전(peer supervision)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요즘 새롭게 등장하는 상담기법은 없는지 살피고 더 강력하고 효과

적인 치료가 무엇인지 배우기 위해 관련 서적을 읽기도 하고 학회나 강

연에 참석하기도 하는 등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늘 경계하였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 참여자들은 이제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내담자

와의 관계에서 누리게 되었다. 그들은 상담관계에서 내담자의 모습을 보

여주는 거울처럼 치료적 자아로서 자신을 활용하였다. 참여자들은 자신

에 대한 민감성도 높아졌고 이를 치료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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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졌다. 그래서 상담관계에서 내담자와 부딪치는 것이 두렵기 보다는 생

생하게 살아있는 내담자의 경험을 다룰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심리적 건강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자신의 ‘감’을 중요한 단서로 활용하면서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 자기 내면에서의 ‘울림’들을 적극적으로 상담관계에 활

용하였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감정에 대한 자신감,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있는 그래도 경험하고 받아들이는 게 훨씬 자연스러워지고 자신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상담관계에서의 경험들을 내담자의 내면세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도구로서 활용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점차 한 사람을 품어내는 품이 넓

어지고 깊어졌다. 세월이 지날수록 개인적으로 자신의 삶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사고 등을 겪어내고, 일적으로는 다양한 상담기관에서 다양

한 연령대의 내담자들을 만나면서 참여자들은 자신 앞에 앉아 고통을 호

소하는 내담자와 자신이 크게 다르지 않으며 결국 우리 모두가 완벽하지

않고 유한하며 한계성을 지닌 한 인간에 지나지 않음을 인정하게 되었

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굴 판단하거나 비난할 자격이 없으며 각자의

삶의 방식, 존재 방식을 존중해야 함을 인식하게 된다. 그들은 숙련된 상

담자로서 오랫동안 상담을 해오고 있지만 상담을 하면 할수록 한 인간에

대한 어려움, 한 사람의 삶의 무게를 함부로 가볍게 이야기할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의 상담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다. 내담자들이 어

디에서도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자신에게 털어놓고 그 이야기 속에 자

신이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경험이며 내담자가 보내는 신

뢰와 자신의 삶으로의 초대로 받아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상담관계가 또

하나의 권력관계가 될 수 있음을 상기하며 어쩌면 가장 취약한 모습으로

자신을 상담자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내담자를 함부로 다루어선 안 된다

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참여자들은 이제 진정성은 상담관계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들의 모든

관계에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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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나누는 것을 일상화하였다.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

성은 의식적으로 노력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그 자체가 되었다.

4. 상담자 진정성 발현 과정 핵심 범주

선택코딩 단계에서 상담자의 진정성 발현 과정 맥락을 설명하는 핵심

범주는 다음과 같다. 상담자들이 상담관계에서 자신의 진정성을 발현하

는 과정을 정리해 본 결과 ‘상담관계에서의 비진정성 자각 후 치열한

자기 성찰 및 수용을 통해 자기 본연의 모습을 관계 안에서 누림’을

‘상담자 진정성 발현 과정’의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첫 번째 속성인 “비진정성의 자각”은 진정성을 향한 첫 단계로 상담관

계에 자신의 불일치를 자각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민감’과 ‘둔감’

의 차원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속성인 “자기성찰”은 상담과 자신에 대

한 끊임없는 숙고와 치열한 내적 씨름을 통한 자기 객관화 과정으로 ‘깊

음’과 ‘얕음’의 차원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속성인 “자기 수용”은 자신의

한계성을 인정하고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용 수준의 ‘높음’과 ‘낮음’의 차원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기 누림”은 진정성 함양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특성을 포괄하는 것으

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무엇을 경험하든지 그 자체로서의 자신으

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속적 누림’ 과 ‘일시적 누림’의

차원으로 나타났다.

핵심범주 속성 차원

상담관계에서의 비진정성 자각과

치열한 자기 성찰 및 수용을 통

해 자기 본연의 모습을 관계 안

에서 누림

비진정성 자각

자기 성찰

자기 수용

자기 누림

민감-둔감

깊음-얕음

높은-낮음

지속적-일시적

표 4. 핵심범주의 속성과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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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담자 진정성 발현 과정의 주요 단계

근거이론의 과정분석을 통하여 상담자의 진정성 발현 변화 과정을 살

펴보았다. 과정분석은 과정과 구조의 상호작용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현

상에 대한 반응, 대처, 조절에 관계하는 작용/상호작용의 연속적인 연결

을 의미한다(Strauss & Corbin, 1998).

앞서 상담자가 상담관계에서 경험한 진정성의 발현 과정에서의 중요한

주제 및 특성들을 근거이론의 패러다임 모형에서 추출하여 제시하였고,

이제 시간적 순서에 따른 발달과정을 단계적 특성과 유사한 과정으로 분

류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상담자들의 진정성 발현 과정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자

신의 ‘비진정성의 자각’을 시작으로 하여 치열한 내적 씨름의 자기성찰의

과정을 거쳐 자신과 타인을 수용하고 관계에 기꺼이 참여하는 과정의 순

환적 반복을 통해 내담자와의 관계 안에서 자기 본연의 모습을 누리는

단계로 변화해 감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상담관계에서의 상담

자 진정성 발현 변화 과정은 보다 세분화된 단계와 특성을 가지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있어 가장 두드러진 특성을 정리하여 ‘비

진정성의 자각’, ‘치열한 내적 씨름’, ‘자기 및 타인 수용’, ‘관계에 기꺼이

참여’, ‘자기 존재의 누림’의 과정으로 정리하였다.

1) 비(非)진정성의 자각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상담자가 직업적인 모습이나 개인적인 가면을 벗

고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수록 내담자는 건설적인 모습으로 변하고 성장

한다. 하지만 상담자가 자신을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 내담자에게 내보이

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아무리 상담 경험이 많고 상담관계에서 자

신의 마음속에서 경험하는 것, 인식되는 것이 많아도 내담자에게 이를

전달하거나 표현하는 것을 망설이게 된다. 상담관계에서 상담자가 진정

성 있는 모습으로 현존해야 함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자신이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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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한 모습으로 내담자를 대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자각하게 된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자신의 ‘비진정성’과 마주하게 되면서 자신을 되돌아

보게 되고, 자신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동기를 갖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신에 대한 깊은 회의감, 진정 자신이 바라는 상담자의 모습이 아

닌 방어적이고 역량이 부족한 상담자의 모습으로 자신을 인식하게 되면

서 보다 나은 상담자가 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참여자들은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경험이나 느낌, 감정들을 끄

집어내어 지금-여기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관계로 다루어 보는 것이

내담자에게 좋은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으나 이

를 적용하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내담자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

지, 정말 이게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인지, 아니면 내담자가 이에 대한 상

처만을 안고 상담관계가 종결되는 것은 아닐까하는 두려움이 있을 때 자

신의 진정성을 발현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든 과제가 되었다. 또한 참

여자들은 과거의 미해결 과제로 인해 특정 주제에 대해서 민감하거나 내

담자의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때 이를 건강하게 잘 소화해 낼 자신이

없을 때 진정성을 발현하기 어려웠다. 그럴 때마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모습을 들키지 않기 위해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숨기고 내담자와의 관계

에서 지나치게 거리를 두거나 자기 보호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이렇게 비진정한 모습으로 내담자를 대하고 있는 모습을

자각하게 될 때 비로소 자신의 진정성에 대한 깊은 고민을 가지게 되었

고 이는 ‘치열한 내적 씨름’의 자기 성찰 과정으로 연결되었다.

참여자13: 어떤 때는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 적에 다른 내담자 같은 경우는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날 정도로 그랬는데...어 너무 담담하게 들으면서 

그냥 내가 굉장히 마음이 많이 힘드셨겠다고 표현은 하지만 그 순간에 내

가 정말 그게 느껴지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런 거를 생각할 때..그렇게 내

가 얘기 했을 적에 내가 거기에 막 반응하고 반응이 오고 그럴 적에 뭔가 

내가 정직하지 않는 거 같은...그런 순간이 있는 거죠. 

참여자15: 내담자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엄청 긴장하고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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갔던 느낌은 있는데...어... 근데 그... 뭐 그렇게 뭐가 잘못될 것 같은 그런 

그런 게 왜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굉장히 오래된 초기부터... 

2) 치열한 내적 씨름

참여자들은 자신의 비진정성을 자각한 후 지독한 내적 부대낌을 경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자로서의 이상적인 모습과 다른 자신을 발견

하고 스스로에게 실망도 하고 질책도 하면서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받아

들이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참여자들은 자신을 비난하는데 그치

지 않고 보다 적극적인 모습으로 그 난관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자기분석 또는 개인 상담을 받으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슈들을 다루었

다. 무엇 때문에 자신이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힘들고 불편하지, 어떤 방

어기제가 어떤 내담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작동하게 되는지, 자기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무엇이고 이로 인해 내담자와 전이-역전이

의 정서적 역동에 휘둘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전문가와 함께

성찰해 나갔다. 또한 참여자들9, 17, 18의 경우는 꾸준히 집단 상담에 참

여하고 집단의 리더로 오랫동안 집단 상담을 이끌어 오면서 다양한 대인

관계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기도 하였고 자신도 몰랐

던 새로운 자기의 모습을 마주하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은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민감하고자 노력했다. 자기 내면에서

흐르는 느낌과 감정이 무엇인지, 자신의 경험과 내담자의 경험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것이 내담자를 이해하고 내담자를 진정으로 돕는데 어떻

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였다. 그들은 자신의 느낌과 경험을 치료

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내담자와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가져

다 줄 것인지 숙고하였다. 혹여나 자신의 미해결된 과거의 감정과 연결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내담자에게 자신의 감정을 진정성이라는

미명하에 쏟아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철저히 고민하고 점검하였다.

이를 위해 참여자들은 자신들만의 의식(ritual)이 있었다. 참여자 2, 6,

7의 경우, 상담회기 기록을 성실히 하였다. 내담자와 자신이 무슨 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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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눴고 그 때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를 기록해 두었다. 반복되게 경험되

는 느낌은 없는지, 내담자가 자신에게 불러일으키는 감정은 없는지를 회

기일지에 기록하였다. 또한 그날그날 자신이 만날 내담자의 회기기록을

꺼내어 이전 기록을 읽어보면서 내담자와의 상호작용을 되돌아보기도 하

였다. 참여자16의 경우에는 자신이 진행한 회기를 녹화한 후 상담이 끝

나고 나서 이를 돌려보며 자신의 말투, 얼굴 표정, 상담 개입의 적절성,

내담자의 반응 등을 분석하기도 하였다. 참여자 8, 9, 12, 13, 14 등은 오

랫동안 꾸준히 또래 슈퍼비전(peer supervision)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반

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실수나 잘못된 습관들, 자신이 보지 못한 맹점

(blind spot)들을 깨닫게 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 속에는 참여자들의 눈물겨운 내적 씨름이 있었다. 그

들은 슈퍼비전이나 개인 상담, 집단 상담이든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이 보

고 싶지 않거나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기 모습과 조우해야 했다. 상담자

가 아니었으면 굳이 들쳐보지 않았을 자신의 과거와 만나고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싶은 자신의 초라함과 부끄러움을 견뎌내야 했다.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경험, 그것이 긍정적이고 좋은 것이든 부정적이고 힘들고 아

픈 것이든 그것을 건강하게 소화시켜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

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 성장을 향한 처절한 몸부림이 있었다.

참여자 2: 늘 나는 나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불완전함이 어디서 어떻게 드러

나지? 그것을 매일 드려다 보려고 하는 거죠. 아 이게 이래서 내가 죄인이

라는 말이구나...내가 이래서 죄인인거구나...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

을 할 때도 두 가지를 늘 같이 생각하면서 보고서를 써요. 회기 보고서를 

매번 쓰잖아요. 이런 부분은 참 순조롭게 잘 되네...이건 내가 잘한 거 같

애. 근데 아..내가 전에 살짝 느꼈는데 정리를 하다 보니 진짜 놓쳤네, 아니

면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안됐는데....그런 것들을 적어놓게 되고...

참여자 3: 개인적으로 많이 숙고를 해 보는 편이예요. 사례에 대해서. 왠 감정

인가....내가 불편해하나? 불편한 감정도 있구요, 개인적으로 느끼는..그런 

감정도 있고...그렇지 않고 내담자가 불러일으키는 것도 있고...두개가 믹스

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솔직히...꼭 내담자만 그런 것은 아니고 나도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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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불편할 때가 있고...그러면 인제 그 사람이 불편한 것은 내 이것이

고 내가 어떤 사람을 불편해 하는 구나, 내가 어떤 모습을 불편해 하는구

나...이런 거고..다른 한편으로는 저 사람이 뭐..예를 들면, 권위자를 만나면 

자꾸 긁는 게 있구나 자꾸 어깃장을 놓든 긁든 지각을 하든 그렇게 해서 

상대방이 그것에 대해서 싫은 소리를 하게끔 하는 게 있구나..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생각해 보는 것 같애요. 내가 지금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이런 거

고, 저 사람이 나한테 불러일으키는 것은 이 부분이구...이게 믹스가 되어서 

이렇구나 하는 숙고를 해보고...그리고 그걸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볼 때

는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이나 말 가지고 지금 내 쪽에 어떻게 하지?’ 왜냐

면 그게 정리가 돼야 나중이라도 얘기를 할 때...(패턴 같은 것) 그렇죠, 패

턴이나...하는 방식이나 그런 건 내담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죠. 뭘 갖고 

저렇게 하나....그게 어떨 때는 얘기에서 성공적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내

담자가 안 받아 들일 때도 있고 하지만...(안 받아들이면요?) 일단 저는 한 

발 물러나요...‘그래? 알았어. 다음에 또 보지..’ 다음에 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참여자16: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되게 좌절하고 도움을 받고 지지를 받고 거기서 꺼지지 않고 하

는 그 과정이 너무 중요한 거 같애요. 그리고 계속 배우고,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갖고 이게 과연 맞나? 이게 과연 새 접근인가? 말만 

바꾼 거 아닌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과연 내가 하는 짓이 뭐를 하는 

건가 그냥 이론만 배워서 하는 건가 내가 사람하고 하려고 하는 거에 근본

적인 어떤 하려고 하는 그 행위가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야만 제 생각에는 어떤 분야든 그런 자유로움을 가질 수 있는 거 

같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들을 지향하죠. 마음 편하게 이 일을 하는 게, 

이 일은 그렇게 마음이 안 편하잖아요. 우리가 보이는 게 많이 없잖아요~ 

좋아지는 건지 아닌 건지. 그래서...나름대로 그런 치열함이 필요가 필요한 

거 같애요. 

3) 자기 및 타인 수용

참여자들은 치열한 내적 씨름의 과정을 거치면서 보기 싫고 감히 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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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꺼려했던 자신의 일부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

한 점들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자

신에 대한 수용은 먼저는 참여자들에게 있어 안전한 환경, 즉 자신의 민

낯을 꺼내어도 판단 받거나 비난받지 않고 자신을 수용해줄 수 있는 주

변인들에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상담자에게 한 번도 꺼내어 보지 못한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 하였고, 순간순간 경험한 바를 표현해 다른 집단원들에게 표현해

보기도 하며, 사례지도를 받는 슈퍼비전 그룹에서 자신을 포장하지 않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감추거나 포장하지 않고 내어 보였다. 그 과정에

서 참여자들은 자신의 상담자 또는 가족 구성원, 동료집단으로부터 자신

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경험, 차마 꺼내기 힘들고 억울한 부

분 혹은 자신이 노력한 부분을 꺼내놓았을 때 이를 알아주는 경험을 했

으며, 불만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말해도 받아들여지고, ‘내가 그럴 수밖

에 없는 부분’을 수용 받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특히 자신의 상담자와

동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럴 수도 있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구

나.’ 등의 동질감을 느끼면서 자신이 경험에 대한 타당화가 이루어졌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참여자들은 자신을 이해해 줄 수 있고 이해해 주

는 진정한 내 편이 생겼다는 든든함이 가슴 깊이 채워지는 경험을 하였

다. 또한 슈퍼바이저와의 관계에서도 예전에는 평가와 비판의 자리로만

여겨왔던 것에서 좀 더 벗어나 도움이 되는 부분도 인정하고 힘든 마음

도 토로해서 이해받기도 하고 자신의 욕구와 필요에 대해서도 슈퍼바이

저에게 요구함으로서 자신의 표현해 보기도 하였다. 그리고 슈퍼바이저

의 지지와 인정으로 인해 상담에 대한 두려움도 어느 정도 감소해나가면

서 유능감도 신장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자신을 상담해 주었던 상담자로부터, 자신이 진행한 사례

들을 지도해 주었던 슈퍼바이저로부터, 그리고 지도 교수 및 동료들로부

터 부족하고 부끄럽게 여겼던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수용 받은 경

험은 참여자들이 자기 스스로를 받아드릴 수 있는 힘이 되었다. 타인으

로부터 수용 받은 경험은 참여자들의 자기감(sense of self)과 연결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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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신이 부족해도 괜찮다는 경험, 자신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관계가

단절되거나 거절당하지 않는다는 믿음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관계에서 보

다 주체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를 갖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

적으로 자신을 탐색하고자 하는 태도를 갖도록 하였으며 내면 깊숙한 곳

에 숨겨진 수치스런 자신의 모습을 담아내고 견뎌주는 내적인 힘이 생겼

다. 이러한 수용과 변화 체험을 통해서 자신을 이해하고 문제해결을 위

한 작업은 자신에 대한 선명한 이해를 바탕으로 타인을 수용할 수 있는

포용력으로 연결되었다.

참여자 5: 제가 우선 제일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건 제 지도 교수님이 굉장

히 수용적인 분이셔서 제가 만약에 이 분을 만나지 않았으면 지금 제가 하

고 싶은 대로 상담을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굉장히 좀 분위기들이 엄격

하잖아요. 많이 좀 야단도 맞고..저희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어요. 각

자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굉장히 존중받고 그것을 키워가도록 굉장히 격

려 받는 분위기여서..그래서 제가 그런 중요한 지지적인 환경에 있었다는 

중요했던 거 같고. 그니까..교육환경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엄격

하게 수련하고 이런 쪽에 있었으면 저는 좀 어려웠을 거 같아요. 근데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막 자유스럽게 있을 수 있는 분위기에 

있어가지고 덜 그렇고...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슈퍼비전 할 때 슈퍼바이지

들이 편하게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렇게 돼야 인

제 자기 생각이나 자기 것들을 키워가니까..그런 환경이 되는 게 우선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뭐가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다 우리가 배워가는 과정이

니까 그럴 때 자기 생각이나 자기 경험을 정말 얘기할 수 있게 그렇게 허

용해주는 거가 필요하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곳에 있는 경험이 좀 안됐고 

안타깝기도 하고...

참여자16: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첫째는 그냥 제 기질이고...음, 그 두 번

째는 그런 롤 모델들이 많았어요. 제 슈퍼바이저들이 정말로 제가 그렇게 

드러내고 그거를 받아주는 슈퍼바이저. 제가 예전에 유학생활 하면서 너무 

그 백인 남성 중산층 우월주의에 너무 분노를 많이 느껴서 백인 남성이 너

무 싫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 슈퍼바이저가 백인 남성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길 했어요, ‘나는 요새 백인 남성들하고 이슈가 있다. 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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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다.’ ‘그래? 그럼 가서 살펴보지 뭐.’ 그래서 정말...어 지금 얘기하면서

도 눈물이 나는데~ 너무 고마웠어요. 근데 그거를 어, 그 제 정말 그 어드

바이저부터 시작을 해서 박사과정 마치고 나중에 그 제 동료로서 슈퍼비전 

해 주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

이 얘기 해준 제 환경에 너무 저는 감사를 드리고 싶고.

자신에 대한 수용력은 내담자 수용력과 연결되었다. 참여자들은 자신

스스로를 수용하고 받아드릴 수 있는 만큼 타인에 대한 수용력도 높아졌

다. 치료적 과정에서 상담자가 내담자를 수용하는 자세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내담자는 상담자를 통해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수

용되는 내적 경험을 하게 될 때 자신이 힘겨워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그

럴만한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고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것을 인정받는

경험을 하게 된다. 참여자들은 자신이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았던

수용 경험을 통해 내담자의 경험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드리게 무엇인

지를 체험하게 되었고 이런 경험들은 내담자에게 심적 안정감을 제공하

게 되어 이제까지 누구에게도 표출해 보지 못한 감정이나 모습들을 보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참여자 5: (처음에는 내담자들이 중립적이다 라는 피드백을 했다면 상담에서 자

기 수용이 높아지면서 피드백이 달라졌나요?) 주로 상담이 도움이 됐다..최

근에 끝난 상담에서는 저에 대한 피드백보다는 상담이 도움이 많이 됐다라

고 얘기했던 거. 아..거기서도 제 진솔성, 제가 생각할 때 진솔성이라고 있

었던 게 ‘뭐가 도움이 됐냐?’라고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되게 타인을 신경 

쓰면서 그..자기는 노력을 잘 안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런 거죠, 얘

기를 듣다보니까...그 친구가 주로 남이 먼저 나한테 다가오고, 남이 나한테 

어떻게 잘해주고..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걸 기대하냐? 잘 들어보니까 너 

너무 왕자병 같은 거 아니냐?’ 라고 해준 게 좋았대요, 그게. 오히려 내가 

너무 아무 것도 안하면서 그냥 그걸 기다렸고 기대만 했다고 한 게 그게 

자신에게 시원했다고. ‘나는 오히려 기분 나빠 할까봐 걱정도 됐는데.’ ‘저

는 오히려 선생님이 솔직하게 얘기해 준 게 저한테는 좋았어요.’ 그런 얘기 

했던 거. 그러면서 ‘외부에 막 신경 쓰는 거보다 내 것을 지금 뭘 할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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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겠구나.’ 하는 것으로 갔데요. 그런 것이 본인

한테 도움이 됐다고..<중략> 어쨌든 상담, 우리가 상담이라는 만남도 결국

에는 만남이건데, 그 어떤 만남이든 그 만남이 힘이 있으려면 가장 자기가 

자기로서 있는 그대로 있을 때, 상담자든 내담자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

가 어쨌든 간에 내담자한테 도움이 되려면 어..제가 가장 내담자한테 충실

하게 저로서 있는 모습을 드러내는 게 중요하겠다. 라는 거에 대한 생각이

었던 거 같구요. 

4) 관계에 기꺼이 참여

참여자들은 자기 및 타인에 대한 수용력이 높아지면서 자신을 기꺼이

상담관계에 투입시켰다. 그들은 특정한 내담자의 언어적·비언어적 행동

이 반복하여 자신의 내현적 경험을 촉발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면 내

담자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경험들을 솔직하게 전달하였다. 그 과정

에서 자신들의 솔직한 표현으로 인해 내담자와 갈등이 유발될 수도 있고

내담자가 혼란스러움과 이해받지 못한 거 같은 불편감을 호소할 수 있지

만 내담자의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면 기꺼이 자신의 경험을 언어적 테이

블 위에 올려놓았다.

특징적인 점은 아무 때나 참여자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내담자

에게 오픈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을 관계에 개입시켜야 할

때라고 판단되는 자신만의 임상적 지표들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을 오픈

할 때의 맥락과 상담적 개입으로서의 의도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었

다. 구체적으로는 내담자가 자신과의 관계에서 신뢰와 안전감을 느끼고

있다고 판단되면, 그리고 내담자가 관계의 상담자와의 관계에 대한 직접

적인 피드백을 견딜만한 내적인 힘이 있다고 판단이 들면 참여자들은 자

신의 피드백을 내담자에게 전달하고 함께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참여자들은 상담에서 내담자와 부딪치는 과정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았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피드백과 공동탐색의 과정이 내담자가 자신

이 선택적으로 무시하였거나 자각하지 못하였던 자신의 행동에 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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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이게 되고, 이런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생각

하게 해 봄으로써 보다 적응적이고 유연한, 새로운 대인관계 행동을 시

도해 볼 수 있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됨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내담자와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내담자를 위하는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으며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내담자도 상담자의 의도를 깨닫

게 되는 순간이 올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은 내담자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치유적인 혼란스

러움은 필요하며 갈등이 관계에서 항상 부정적인 기능만을 하는 것이 아

니라고 하였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잘 인식하지 못하

듯이 각자의 삶에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은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을 때보다는 삶의 위기의 순간일 수 있

다는 것이다. 상담에서 내담자는 지금까지 생각해 보지 못한 방식으로

자신을 재조명하는 순간순간마다 혼란스러움과 당혹감을 경험할 수 있

다. 참여자들은 이런 순간에서 내담자 홀로 내버려주지 않고 자신이 함

께 하고 있음을 동시에 전달하였다. 내담자의 내적 흐름과 변화를 민감

하게 알아차리고 그것을 상담관계에 꺼내어 놓고 다룰 수 있도록 격려하

였다. 또한 내담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 받아드릴 수 있는 만큼 자

신을 오픈하였다. 자신을 오픈할 때는 그것이 내담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고려하였다.

참여자들은 상담에서 자기를 개방할 때 자신의 감정 해소를 위함은 아

닌지 스스로를 경계했다. 혹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슈로 지나치게 반응

이 나온 경우 내담자에게 이를 인정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전달하기도 하

였다. 자신도 미숙하고 부족한 부분, 아픈 부분이 있어서 자신도 모르게

감정적인 반응을 할 수 있음을 참여자들은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수용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였다. 참여자들은 진정성이라는

미명하에 내담자에게 자신의 미해결된 감정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경계

해야 함을 언급함과 더불어 상담관계에서의 힘의 불균형에 대해 주의하

였다. 특히 참여자18의 경우, 상담 관계는 권력관계임을 언급하며 내담자

는 세상에서 가장 취약한 자세로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자신의 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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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에게 내맡기는 위치에 선다고 하였다. 어쩌면 그 누구에게도 보여

줄 수 없었던 자신의 본 모습을 상담자에게 보이는 선택을 내담자가 한

것인데 상담자가 이를 함부로 대한다는 것은 직무유기일 뿐만 아니라 내

담자에게 부정적인 자기상을 재확인시켜주는 결과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

다. 따라서 상담자가 진정성이라는 미명하에 내담자를 공격하거나 비난

하고 있는 게 아닌지 늘 스스로를 검점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참여자16: 내담자가 자기 이슈에 있는 거 알면 좀 어때요~ 나도 인간인데. 그

래서 아 이거는 그래서 제가 잘못 캐치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며는 저쪽에

서도 캐치를 못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니 진짜 왠지 뭐가 느꼈을 것 

같긴 한데 확실하지 않으면 다음에 또 뭐 확인해 보죠. 이런 식으로 불확실

하게 그냥 놔두고 그게 뭔지는 그냥 되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 그 습관

을 가져서 약간 쪽팔릴 거를 이제 무릅쓰고 틀릴 수 있다는 거를 무릅쓰고 

계속 확인해 나가다 보면, 네 경험으로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아 이거는 약

간 내 거인 거 같애. 이거는 그냥 내가 회기 끝나고 알아서 처리해야지... 

아니면 ‘이거는 정말 interpersonal 공간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무엇이다’라

고 생각될 때는 없어지기 전에 빨리 잡고.

참여자 3: 그 친구를 비난하지 않고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비난하지 

않고...화를 내도 ‘내가 너 이런이런 거 보면서 화가 난다’지 ‘이런이런 거 

볼 때 답답하다.’지 ‘뭐, 너는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너는 뭐..’ 이렇

게 표현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니까..그렇게 되면 내담자를 규정하고 비난하

게 되는 건데 그런 건 피하려고 하죠, 아무리 화가 나서 얘기를 하고 표현

을 하더라도 ‘니가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 안하려고 하죠. 그런 게..

왜냐면...상담에서 내담자에게 가르쳐 주는 것도 그런 내용이잖아요, 네가 

너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느냐를 가르쳐 주는데 상담자가 이렇게 내담자

하고 관계에서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일이 생길 때 상담자도 사실 

모델인 거잖아요. 그니깐 그럴 때 나도 어떻게 표현하느냐 아무리 감정이 

안 좋다 하더라도....그래서 그런 게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 같아요. 

상처줄 마음이 아니잖아요, 내담자한테. 

참여자 9: 내담자의 그 때 그 때..어떤 때는 우리가 내담자의 말을 많이 들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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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많이 듣기도 하지만 그 때 그 때 중요한 국면에 내담자의 얘기를 듣

고 공감만을 해줘서는 뭐가 아닐 때가 있거든요. 너무 얘 시각으로 보고, 

얘 관점으로만 보고, 지 관점으로 보고 지 시각으로 보고..(자기에게 너무 

함몰되어 있을 때요?) 네. 그럴 때도 있고 다른 관점 다른 시각 이런 거 안

보기도 하고....그럴 때는 내 느낌이 들어가서 ‘왜 나는 니 얘기를 하는데 

왜...피곤하냐...지루하냐..왜 열심히 듣고 있는데 그게 쏙쏙 안 들어오냐...’ 

<중략> 지 대화 패펀이나 대화방식을 알아야지....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를..그 걸 다른 사람에게 그런 영향을 지가 주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자

기는 못 알아차린 채 여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깐...케이스에 따

라서는...근데 이 사람들이[내담자 주변 사람들] 느낄 느낌들은 나는 느껴

지거든. 나는 이 사람[내담자]도 공감이 되지만 저 사람들도[내담자 주변 

사람들] 공감이 되거든. 근데 관계에 초점을 둘 때는 이 사람[내담자]가 느

끼는 거에 초점을 두지만 이 사람이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는 이 사람이

[내담자 주변 사람] 느끼는 거를 내 입으로 해줘야 될 거 아니야...그 때 

솔직성을 input해야죠...

참여자13: 내담자에게 물어보게 되는 거 같아요. 예를 들면 정말 어떤 경우에는 

너무 졸린 경우가 있잖아요, 진행하다가. 그런데 뭔가..음...내가 너무 졸려

하는, 그런데 내담자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뭐 그런 상황에서 잠시 ‘내

가 지금 열심히 들으려고 하는데 왜 일케..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졸

음이 와서 내가 너무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그러는데..왜 이러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그래서 지금 얘기를 잘 못 듣고 있는데..어떻게 지금 느껴지

느냐?’ 그렇게 했을 적에..음..그냥 ‘선생님이 얘길 듣기 싫어하시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그리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얘기 듣고 싫고 그런 건 

정말 아니고 정말 잘 들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내가 어제 잠을 못잔 것

도 아닌데...정말 미안하다...근데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느

냐?’ 이렇게 물어 봤을 적에 ‘사실은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해야 

할 것 같은 이야기...그런 것을 하고 있다’는 거지..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고 했더니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하품을 해서 그래서 자기를 싫어하

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지....그래서 아...그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가 

어려운거지..(선생님한테) 응...(선생님에 관한 감정이나 이런 거를 얘기하기

가..) 어려운거지...어려운거지..그래서 ‘아..그랬냐?’고 내가 자꾸 하품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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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은 어쨌든 미안한 일이다. 그런데 그 때 그 순간에 지금처럼 앞으로라

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해주면 좋을 거 같으다. 그래서 선생님이 너를 귀찮

아하거나 그런 것이 아닌데 뭔가 니 마음을 선생님한테 다 얘기하는 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그런데 그것에 대해 가지고 그 때 그 때..시간은 어쨌

든 네 시간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금...상담에 대한 교육을..다시 관계를 

맺어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진행을 하게 되는.

참여자18: 상담만한 권력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돈 내고 자기 영혼을..... 맡긴

다? 그게 상담이잖아 에, 고해성사를 그거까지 돈까지 주면서 홀딱 벗는거

잖아요. 세상의 가장 취약한 자세를 취하는 게 내담자잖아요. 그런데 거따

가 상처를 받고 온다고 상상을 해봐요. 그러면 상담자한테 무슨 짓을 한 거

냐고. 그게 타당화될 수 이을까? 그냥 뭐 일반적인 관계에서 어 뭐 어떤 

뭐 A라는 학생이 교수한테 좀 실망했다. 그걸 일일이 사과하며 다니진 않

겠지. 근데 이거는 치료 관계였기 때문에 음. 치료받으러 왔는데 상처가 됐

다? 이런 범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 뭐 상담 후에 이 바닥에서 사라지기

도 하고 약물치료를 받기도 하고 우린 또 권위에 약한 사람들이 되가지고 

외부처럼 고소를 하거나 그러지도 잘 않고, 또 뭐 자기 비난이 심했던 사람

이 또 그 위에 하나 더 자기 비난을 더 얹어서 ‘역시 내가 못 알아들었군’

이라거나 ‘역시 내가 힘이 약해서’ 이렇게 또 방식으로 자학을 할 수도 있

겠죠. 

5) 자기 존재의 누림

참여자들은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자신에 대한 수용력이 높아

지면서 자신의 가능성과 자신의 내면이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

게 되었다. 어릴 때의 자신과 화해하고 과거, 현재, 미래의 자신을 사랑

하게 되었고, 자신에게 좀 더 솔직해질 수 있게 되었다. 자신을 있는 그

대로 받아들이면서 상담분야의 의미 있는 지지망 형성과 더불어 타인에

대한 신뢰가 쌓여가고 관계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게 되었다. 자기 자신

이 정립되면서 시련에 부딪힐 경우에도 압도되지 않고 하나씩 해 나가는

내공이 쌓여가고 정서적으로도 보다 더 안정되어갔다. 자신 안에서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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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 있는 내현적 경험이 무엇이든 그것들을 온전히 수용하는 단계에 이

르렀다. 그들은 상담관계에서 자신과 내담자의 사이에서 지금 무엇이 벌

어지고 있는지 분명하게 인식할 뿐만 아니라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자신

의 감정을 인정하고 자신의 경험에 좀 더 일치하는 의식적인 선택을 하

였다. 참여자들은 자신에 대해 좀 더 많은 인식을 하고 수용하게 되면서

외부의 자극뿐 아니라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감지되는 것들, 즉 아이디어

와 꿈, 계속적인 감정의 흐름, 느낌, 신체적인 반응 등을 민감하게 알아

차릴 뿐만 아니라 이를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보다 자유롭게 선택하여 반

응할 수 있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자신이 느끼는 느낌이 지극히 괜찮다는 확신, 자신의 ‘감’

에 대한 심리적 건강성과 안정감에 대한 신뢰가 있었으며 자신 안의 어

떤 ‘울림’들을 상담관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그들은 내담자

가 존재하는 방식,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일일이 다 이해되지 않아도 그

에게는 그 만의 어떤 입장이 있을 거라는 내담자의 삶의 정당성을 인정

하였다. 참여자들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수반으로 내담자의 존재를

깊이 껴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내담자와 좀 더 진솔하게 만나게 되고,

자신의 문제와 분리하여 내담자를 보는 것이 가능해지고 예전과 비교해

서 좀 더 받아주고 공감할 수 있게 되었으며,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내

담자를 알아 갈 수 있게 되었다. 내담자와 ‘함께 하는 것, 들어주는 것,

고통을 함께 견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내담자와 오롯이 만나는 게 가능해졌다.

참여자16: (상담 여기 관계 안에서는 선생님께서 이제 내담자가 왔을 때 이 시

간에는 정말 충분히 그 지금 여기에서 내담자가 얘기하는 거에 온 주의를 

기울이면서 현존해 주시려고 하는..) 네. 그리고 너무 상담자같이 하지 않

고...그냥 개인적으로 어, ‘하나의 인간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

래서 들어주고 그냥 내가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반응이 나올 때 

별로 그렇게 많이 내가 상담자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지 그런 생각을 별로 

많이 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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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제언

본 장에서는 연구결과에 나타난 주요 내용들이 의미하는 바와 시사점

을 사회문화적 배경 및 선행연구와 관련지어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참

여자들인 지각한 ‘진정성’의 개념을 살펴봄으로써 ‘상담관계에서 상담자

가 자신의 진정성을 발현한다는 것’의 의미를 해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

를 바탕으로 상담자의 진정성 발현 과정의 특성은 어떠한지, 그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상담자 교육에 대한 시사점 및 진정성 연구의 방향성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1. 참여자들이 지각한 상담자 진정성의 개념

상담에서 진정성은 일반적으로 Rogers(1961)가 말한 상담자의 일치성

(congruence)과 진실성(genuineness)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관계의 깊이

와 지속성을 가져오는 주요한 치료적 요인으로 상담자들의 주목을 받아

왔다. 그러나 그들에게 상담자의 진정성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쉽게 답하

지 못한다. 이는 진정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크고 모호하며 몇몇의 단어

로는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진정성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

는 없지만 상담자들은 진정성이 무엇인지 나름대로 이해하고 자신들만의

암묵적 이론을 형성하며 실제 상담 관계에서 이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들은 진정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를

기반으로 상담관계에서 자신의 진정성을 어떻게 발현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개념으로서의 진정

성을 넘어서서 실제 상담관계에서 상담자들이 경험한 진정성의 모습을

명확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상담자의 진정성이 무엇

이라고 생각하나요?”, “상담관계에서 상담자가 진정성을 발현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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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을 하였다. 참여자의 응답은

다음과 같다.

참여자 1: 진정성이라고 하면...저에게 와 닿는 건 뭐냐면, 상담에서 내담자를 

돕기 위해서 상담자의 역할로, 역할에 충실해야 되고 내담자가 초점이긴 한

데, 사람으로서의, 저의 인간적이고 주관적인 반응이 살아있는 거라고 생각

을 하고 그것을 치료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진정성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 

때 그 때 일어나는 모든 감정을 다 반영하지는 않아요. 내가 그 사람한테 

한 사람으로 느끼는 것 중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꺼내서 쓰는 거죠. 만

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거긴 한데 거기서 옳든 그르던 인간적인 반응

이 살아있게 두는 거고, 그것이 전달이 되어야 하는 거고...

참여자 4: 상담이라는 게 결국은...상담에 오시는 분들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

거나 자기다운 삶을 못살거나 자기가 싫거나..혹은 그 무엇이든..자기와 관

련된 무엇인가의 고통이 있어서 상담에 온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그 고

통이 있는 그대로의 나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럴 

듯한 사람이 돼야 된다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거나 부모나 사회

가 바라는 그 조건에 내 생존도 걸려있고 하니까....내가 온전히 있는 그대

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고통이 온다고 보거든요. 그게 우리 삶인 거 같

고...온전히 그대로 있어도 괜찮다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잖아

요. 그럴 수 있는 곳이 저는 상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온전히 그대로 

있어도 괜찮다....요 순간 안에서. 그리고 그 순간의 경험이 무엇인지 경험

을 해야 알거 아니예요. 그건 이해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를 내담자한

테 주고 싶다면 내담자가 그런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

면 진정성이라는 건 가장 강력하지 않나...내담자가 온전히 있는 그대로 있

어도 괜찮다라는 거를 경험하려면 어떨 때는 상담자도 온전히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 가장 귀한 경험이 되는 거 같더라구요. 근데 늘 그

러면 안 되잖아요. 진정성이라는 게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걸 아니까...

참여자11: 진짜 나하고 진정한 감정, 생각.. 그런 것들을 파괴적이지 않은 방식

으로 표현할 수 있고...다른 말로 하면 건설적이거나 촉진적인 방식으로 표

현하고 또는 상대방이 표현하는 진정한 표현들을 수용하고 안전한 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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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상호교류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인과정접근도 그 부

분을 다루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대인과정접근이 지금 우리 사이에

서 경험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고..그

게 상대방에 대한 비난일 수도 있고 분노일수도 있고...또 거부감일 수 있

지만 그것을 드러낼 수 있고, 그것을 드러냈을 때 내 스스로도 두려움이 없

을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드러냈을 때, 그것을 듣는 사람이 그것을 듣고 자

기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상처를 받는 것도 일종의 진정성이죠. 그것

을 파괴적이지 않고, 건설적이고 촉진적이라고 아까 얘기 했는데, 그것을 

서로 다루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싫어하고 버리고 거부하지는 않아. 

기본적으로 우리는 신뢰하고 좋아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관계야. 라고 하는 

그...품어주는.. 그 속에서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모습, 다루는 능력 이것이 

진정성이라고 생각해요.  

참여자13: 진정성이라고 하면 그냥...제가 되는 것, 내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

거든요. 그래서 상담할 때나 상담을 하지 않을 때나 동일하다고 생각이 들

어요. 내가 된다고 했을 적에 상담을 할 때는 상담과 관련된 전문적인 훈련

을 쌓은 그런 면에서 어떤 지식이라든가 태도 이런 거가 그 순간에 어쨌든 

있는 그대로 어쨌든 내가 표현되어지는 그런 거라고 한다면....일상생활에서

는 그런 어떤 전문성을 드러낼 기회는 아니지만 그냥 내 속에 있어서 삶에 

대한 어떤 태도, 접근 이런 거가 그대로 들어나는 거 아닌가....그래서...내

가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여자14: 상담에서 테크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테크닉같은 거는 진

짜...마음과 마음이 소통되어야 하는 거 같아요. 진정성이 딴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생각하는구나’라는 게 소통이 될 때 내담자가 정말 다 벗

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테크닉은 기

술로 질문을 이렇게 해야한다 이론은 이렇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돼요, 저는. 그런 식으로 저는 해왔던 거 같아요. 거기서도 그렇게 하

고...상담을 할 때 부부가 오는 경우도 있고 혼자 오는 경우도 있는데...대

게 너무 강하죠, 이혼하기 직전까지 온 사람들, 두들겨 맞고 이런 사람들 

오기 때문에 그렇게 진정성 있게 마음을 읽어주고 공감해주고 이러면 굉장

히 마음이 열리게 되고...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상담의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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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보다 진정성이. 그게 알죠. 서로의 마음이 비친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것

을 굉장히 믿어요. 그 시간에는 집중해서 그 사람한테 몰입해 주는 거. 그

런 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참여자15: 지금 저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비방어적인 것이 가장 떠오르고, 

그리고.. 음.. 그냥 그야말로 뭐 내담자한테서 ‘나’라는 인간 그 자체를 있

는 그대로 보여주는...그 작업 인 것 같아요. 

참여자16: 진정성이요? 어... 글쎄요, 몇 가지를 지금 제가 마음에 들어오는 것 

을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는 그 상담할 때 내 주의를 완전히 내담자에게로 

초점을 맞추고 통제할 수 있는 것. 어 그래서 그... 그 사람이 느끼거나, 얘

기하는 거나 저는 이제 내담자가 얘기할 때 그 이제 튜닝이 있으니까 말도 

듣고 몸도 되게 많이 관찰해요. 그래서 거기 완전히 빠져 있는 것.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인식한 ‘상담자의 진정성’의 개념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참여자들은 ‘인간적인 자신의 모습을 꾸미지 않고 있

는 그대로’ 내담자에게 보이는 것이 진정성과 관련이 있음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인간적인 반응들을 내담자에게 보이는

근본적인 동기는 ‘내담자를 위하여’, ‘자신들의 반응을 치료적으로 활용하

기 위함’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관계 안에서 많은 것들을 느끼고

경험한다 해서 그 모두를 내담자에게 다 쏟아 놓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

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 내담자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부

분에 대해 ‘자신의 인간적이고 주관적인 반응’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리고 ‘비방어적인 태도’로 내담자에게 온전히 집중하면서

‘관계 안에 함께 현존’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참여

자들이 지각한 상담자의 진정성은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에게 느

껴지는 모든 것들에 비방어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내담자에게 필요

한 자신의 인간적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

으로 볼 수 있겠다.

참여자들이 지각한 상담자의 진정성 개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

담자의 진정성은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상담자 자신의 외적·내적 경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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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개방성 및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성, 그리고 내담자를 위

한 관계적이고 의도적인 상호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이는 자기 자

신의 솔직한 내면세계를 인식하고 그 내면의 진실에 따라 행동하는 것

(Harter, 2002)이나 자기 본연의 존재에 따라 살아가는 것(Zickmund,

2007), 또는 자기에게 정직하고 자신의 핵심가치에 일치되는 것

(Erickson, 1994)으로 진정성을 바라보는 기존의 연구의 시각과는 확연히

다른 측면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상담자의 진정성을 ‘자기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능력’으로 바라보는 관점보다는 ‘관계’ 적인 측면

의 ‘상호주관적 상호작용’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진정성의 강조보다는 ‘내담자를 위한’,

‘내담자에게 필요한’,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는’ 진정성에 더 큰 비중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기 자신의 진정성의 중요성은 내담자를 위한 치

료적 작용으로서 그 중요성이 인식된다는 것이 본 연구 참여자들이 지각

한 진정성의 핵심적인 측면이라 하겠다.

이러한 차이는 진정성에 대한 기존 연구들이 비교적 개인주의 성향의

서구문화에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국내 연구에

서 보여 지는 진정성이 이와 다른 관계적인 특성들을 보일 수 있다고 판

단된다. 이에 대해 한국인의 진정성 구성 개념 탐색에 관한 질적 연구에

서 개인주의 사회에서 중요시하는 개인의 자율성과 독특성의 실현으로서

의 진정성과 관계 속에서의 역할과 상호의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단

주의 문화에서의 진정성에는 차이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홍정순, 2015).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진정성은 내적 경험에 대한 자각과 수

용, 일치성, 외부 영향에 휘둘리지 않음의 개인적 차원과 순수한 마음으

로 상대를 대함과 정성을 다함의 관계적 차원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관

계적 차원에서의 진정성은 상대를 나의 욕구 충족을 위한 도구나 수단이

아닌 순수한 마음으로 상대의 입장이나 관점을 이해하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이 지각한 상

담자의 진정성 개념이 관계적인 특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한

다고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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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본 연구는 여기에서 한발자국 더 나아가 상담자의 진정성의 관

계적 측면에는 내담자의 성장과 변화를 추구하는 동기적인 측면을 포함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상담자가 상담관계에서 자신의 진정성을 발

현하는 주된 동기는 ‘내담자의 성장’을 위함이었다. 즉 상담자가 상담관

계에서 본연의 자기로서 존재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 자체가 내담자의 성

장과 회복, 변화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담자의

진정성은 내담자의 성장을 위한 관계적 차원에서 이해될 때 그 의미가

완성된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점에서 상담자 진정성 개념이 개인적

차원과 관계적 차원으로 구성되며 이는 관계중심의 문화적 요소가 반영

된 결과임을 재확인하였으며 더 나아가 ‘내담자의 성장’을 위함이라는 관

계의 동기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음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2. 참여자들의 진정성 발현 과정 특성

상담자의 진정성은 하나의 고정된 현상이 아니며 상담자와 상담 맥락,

그리고 내담자와의 관계성에 따라 진정성이 발현되는 깊이와 수준은 달

라진다. 즉, 진정성은 한 번에 획득되어지는 목표물이 아니라 상담자의

역량이나 전문성, 삶의 가치와 태도 등에 따라 상담자가 내담자와의 관

계에서 어떤 존재방식으로 있을지 선택한 결과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가 상담관계에서 자신의 진정성을 어떤 과정을 거쳐 발현하게 되

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상담관계에서 경험한 진정성 발현은 자신

의 비진정성 자각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즉 자신이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겉으로 들어나는 모습과 내적으로 경험하는 바가 다르며 내담자를 대하

는 자신의 태도가 일관적이지 않다는 자각에서부터 진정성을 향한 움직

임은 시작되었다. 상담과정에서 자기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감정, 생각,

의도, 의문뿐만 아니라 몸으로 경험되는 자신의 신체 감각들을 내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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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숨기거나 혹은 다르게 표현하는 등의 자신의 모습에 대한 자각은 스

스로에 대한 의구심과 자기 탐색으로 연결되었다. 이는 다시 자신이 솔

직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표현하지 못하고 주저주저하는 마음 이면

에는 어떤 두려움이 존재하는지 등에 대한 깊은 탐색으로 연결되었고 참

여자들의 자기이해를 촉진하고 자신을 한발자국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

는 성찰적 자세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였다. 따라서 비진정성에 대한 자

각은 단순히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각 그 자체가 진정성의 시

작이고 과정이며, 상담자의 진정성 발현을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이해와

성찰 능력이 중요한 기폭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참여자4의 진술

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자 4는 자신이 진정하지 않다는 것을 인

정하는 것에서부터 진정성은 시작된다고 하였다. 그의 말처럼 자신이 진

정하지 않음을 자각하는 것에서부터 진정성으로의 변화는 시작된다.

참여자 4: 진정성하면은 내가 늘 관계에서 진실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 

또 그 한계를 인정하는 거. 이게 일차적으로 중요하다 생각이 돼요.

소크라테스는 당대 스스로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실상은

지혜롭지 않으나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습

을 보면서, 적어도 자신은 무지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고 그

점이 자신을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함을 깨닫게 되면서 ‘네 자신을 알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한다. 자신의 무지함에 대한 자각이 지혜로 연결

되듯이, 자신의 비진정성에 대한 자각이 곧 진정성의 시작이 되며, 자신

의 모습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인정한 그 순간부터 진정성은 발현되는 것

이다. 이러한 점에서 상담자들이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감정

이나 감각 등에 대해서 예민하게 아는 것, 즉 심리적 예민성

(psychological mindedness)과 상담자와 내담자 관계에서 일어나는 상호

작용에 대한 자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김계현, 1998; 김정

규, 1995; Corey, 1996; Loganbiill et al., 1982).

둘째, 참여자들은 자신의 비진정성 자각 후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자

기 자신과 ‘실랑이’를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자신과 실랑이를



- 135 -

벌인다’는 것은 자신의 비진정성 이면의 두려움 때문에 적당히 합리화하

고 싶은 마음과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고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과의 심리

적 갈등을 의미한다. 참여자들은 이와 같은 양가적인 마음이 엎치락뒤치

락하는 심리적 과정을 거치는데 이런 현상을 상담이론가들은 ‘자기성찰’

의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자기 성찰은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역동이나 상담 회기 안에서 일어

나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행동, 정서, 사고들을 점검하는 활동으로

(Neufeldt, 2004) 상담자 전문성 발달의 핵심적인 기제 중 하나이다

(Skovholt, Ronnestad, 1992). Skovholt와 Ronnestad(1992)는 100명의 상

담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질적 연구에서 꾸준한 성찰을 한 치료

자는 발달과정에서 지속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성장하는 반면, 성찰을 하

지 않은 치료자는 발달 정체를 경험하고 결국 침체에 이르게 된다고 밝

힌바 있다. 이는 상담자가 자신이 다루기 힘든 복잡한 상황이나 도전에

직면하는 것을 불안해하고 피하게 되면 성급한 마무리(premature

closure)를 하게 되고, 성급한 마무리를 반복하다 보면 거짓 발달(pseudo

development)을 이루게 되기 때문이다(유성경, 심혜원, 2005). 따라서 상

담자가 자신을 제대로 돌아보지 않고, 혹은 자신의 상처나 미해결 과제

로 인해 왜곡된 관점이나 경험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내담자를 도우려

한다면, 과도한 자기희생으로 내담자를 기쁘게 하려하고, 혹은 내담자를

돕기보다는 친밀감에 대한 자신의 욕구나 소망으로 인해 내담자와의 관

계를 이용하거나 오히려 위해를 가하는 관계가 될 수도 있다(Skovholt,

2003; Wheeler, 2007; Wimberly, 1997). 그러므로 상담자는 지속적인 자

기 탐색과 자기 성찰을 통해 자기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는 훈련을 게을

리 하지 말아야 하며 자신과의 내적 부대낌을 회피하지 말고 자기 성장

의 동력으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셋째, 참여자들은 자신의 진정성을 발현할 때 어느 정도 자신의 심리

적 강인성(psychological hardness)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가능했다. 심

리적 강인성은 스트레스가 유발하는 상황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조절하는 대처능력을 의미한다(김유진, 이혜미, 이승연, 2016; 석혁기,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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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 2018). 심리적으로 강인한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침착하고 유

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 비해 불안 수준이 낮은

것이 특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김나라, 문창일, 2011; Clough et., al.,

2002). 또한 그들은 자기에 대한 믿음이 매우 높고, 그들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 확고하며, 경쟁 상황이나 불리한 상황

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특성을 보인다(김나라, 문창일,

2011). 따라서 상담자가 심리적 강인성이 높을 때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유발될 수 있는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고 상담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게 된다.

참여자들은 내담자와의 부딪치거나 내담자를 직면해야 할 때 그에 대한

감당이 되지 않을 때는 자신의 내적인 느낌이나 신체적 감각들이 선명하

게 인식된다 할지라도 자신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이를 주저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담자가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이를 어떻게 다루어야할지 지식적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은 상

담자 스스로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내적인 강인함을 가지고 있을 때 가

능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입

밖으로 꺼내어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이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처럼 상담자 역시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아무리 중요한 정보와 결정적

경험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할지라도 상담자가 이를 명확히 드러내지

않거나 전달하지 않으면 내담자 역시 이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

게 된다. 따라서 상담자의 진정성 역시 개인 내적인 경험 차원에서 머물

러 있는 것과 입 밖으로 꺼내어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

제이다. 진정성을 드러내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는 상담자가 자신의 진정성에 대한 책임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 책임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상담자가

내담자와 관계에서 자신의 진정성을 발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담자가 이런 부분을 얼마만큼 감당해 낼 수 있는지 그 심리적 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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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에 따라 상담자의 진정성 발현의 정도와 깊이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넷째, 참여자들의 진정성 발현 과정에는 치열한 내적 갈등 속에 자신

에 대한 성찰의 과정을 통한 자기 및 타인의 수용이 중요하게 작용하였

다. 참여자들은 의미 있는 타인들로부터 있는 그대로 수용 받고 미해결

과제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진정으로 내가 나 자신을 선명하게 이해

하고 부인하고 싶은 나의 부분을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 단

계에서는 자신의 문제에 대한 자각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순간순간

자신의 감정, 원함, 역동 등이 좀 더 생생하게 느껴지며 자신의 문제의

근원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자신의 문제가 상담진행을 어떻게 가로막

고 있는지 한발자국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무엇

보다 자신이 부인했던 ‘약함’, ‘부정적인 감정’ 등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

들이게 되었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용의 과정은 상담자 진정성 발현의

매우 중요한 기폭제가 된다. 이제까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일 수 없었

던 이유는 자신에 대한 비난과 판단, 수치심이 작용했기 때문인데 자신

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점은 판단을 중지하고 그 판단에서

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상담자

자신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를 바라보는 관점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이에 대해 Rogers(1957) 역시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방식과

태도를 가지고 타인을 보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자신을 수용하는 사

람은 이와 유사한 태도로 타인을 수용함으로써 좀 더 나은 대인관계를

갖게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상담자가 내담자를 존중하고 수용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수용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자기수용과 타인수용 사이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밝힌 연구에서 타인에 대한 지각, 느낌, 수용은 자신에 대한 지각, 느낌,

수용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고, 자기 수용의 향상은 타인을 향한 호의적

인 태도의 향상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heerer, & Stock, 1949).

즉, 자신을 수용할 수 있을 때만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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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상담자 자신의 수용으로부터 비롯된 내담자에 대한 수용은 내담자

가 스스로를 수용하고 나아가 변화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다섯째, 참여자들은 자신 및 타인에 대한 수용력이 높아진 만큼 상담

관계에서 보다 주체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내담자, 내담자와의 관

계 안에서 상담자 자신, 그리고 상담 과정 그 자체에 대해 어떻게 느끼

고 생각하는지를 내담자에게 개방하고 이것을 내담자와 솔직하게 다룰

수 있는 역량과 생각의 유연성이 증가하였다. 반면, 치료 회기 내에 발생

하는 핵심적이고 반복적이며 주제가 될 수 있는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언어적 피드백을 내담자에게 제공하고 함께 탐색하는 시간을 갖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줄었다. 또한 내담자의 행동에 의해 유발된 자신의의 내

면적 경험을 공개하고 상담 장면에서 발생하는 암묵적인 의사소통에 대

한 명시적 의사소통을 진행하기도 하고 내담자에 대한 자신의 느낌, 상

담 관계나 상담진행 과정 자체를 내담자와의 생생하게 다루는 적극성을

보이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의 이러한 활동은 내담자로 하여금 이전에 자신이 선택적으로

무시하였거나 자각하지 못하였던 자신의 행동의 측면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이런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의식하도록 돕

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내담자는 보다 적응적이고 유연한, 새로운 대인관

계 행동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기반을 얻게 되는 것이다. 즉, 상담자와 내

담자가 서로 믿는 가운데 솔직한 대화를 나누면 내담자의 현실적인 자기

이해 및 자기 수용이 촉진되며,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 및 행동양식에 대

한 이해와 수용이 이루어지면서 타인이나 환경조건에 대한 의존 및 원망

없이 보다 자주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된다(이장호, 1998). 또

한 상담 장면에서 상담자가 느끼는 것을 내담자에게 솔직하게 표현함으

로써 내담자는 자신의 대인관계 패턴을 인식할 수 있고, 상담관계 안에

서 재현되는 내담자의 대인관계 갈등에 대해 상담자가 진정성 있게 반응

해 주었을 때, 내담자는 자신의 대인관계 패턴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새

로운 대인관계 패턴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Yalom,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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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참여자들의 진정성 발현의 결과는 관계에서의 자신의 존재의

누림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수용력을 기반

으로 자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현적 경험이 무엇이든 그것들을 온전

히 수용하며 ‘상담 도구로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자신의 임상

적 감에 대한 신뢰’, ‘자신의 심리적 건강성에 대한 신뢰’가 높았으며, ‘자

신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인간의 다양성에 대한 수용력’이 높으며 ‘상담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깊어짐’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특성은 치료 대가

의 특성과 유사하다. 대가 상담자들의 치료관계 특성에 대한 질적 분석

연구에서는 대가치료자의 관계특성을 ‘안전한 관계’와 ‘도전적 관계’로 크

게 구분하였다(Sullivan, Skovholt, Jennings, 1999). 안전한 관계 영역에

는 ‘내담자에 대한 민감한 반응’, ‘내담자와의 적극적인 협력관계 구축’,

‘효과적인 라포 형성’이 포함되며, 도전적 관계의 영역에서는 ‘치료 관계

에서 치료자 자신을 활용’, ‘치료관계를 활용하여 내담자에게 강하게 관

여’, ‘관계에서 객관적인 입장 유지’라는 특성으로 설명하였다. Jennings

와 Skovholt(1999) 역시 대가 치료자들의 특성을 인지적, 정서적, 관계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는데, 대표적인 특성으로는 ‘열정적인 학습

자’, ‘인지적 복합성과 인간상황의 모호성에 대한 수용’, ‘자기-자각’, ‘반

추적 특성’, ‘피드백에 대한 개방적 특성’,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함’,

‘유능한 관계 기술’, ‘특별한 관계 기술을 치료에 활용’하는 능력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참여자들이 오랜 시간 자신을 연마하고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수용 및 관계의 기꺼이 관여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본연

의 모습을 관계 안에서 누리는 모습이 결국 치료 대가들의 특성으로 연

결된다는 점은 상담자로서의 자신의 진정성을 추구함이 ‘최적의 치료적

자기(optimal therapeutic self)’(Skovholt & Ronnestad, 1992)로 성장해

가게 하는 원동력이 됨을 시사한다고 보여 진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의 진정성은 상담자 개인적 차원과

관계적 차원에서의 변화 과정을 거쳐 발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차원은 상담자 자신의 모든 경험을 수용, 자각하고 이와 일치하게 표현

하면서 자신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검열하고 분석하고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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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내적인 차원에서의 변화를 경험함을 의미한다. 즉, 내담자에 대한

공감, 연민 등과 동등하게 지루함, 거부감, 두려움 등 자신의 경험을 있

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수용하는 것이며 이를 방해하거나 어렵게 만드는

내적인 요인들을 해결해 가는 과정이 수반되었다. 관계적 차원에서의 변

화는 상담자가 자신의 경험을 내담자와 소통하는 것의 목적이 단순히 상

담자의 감정적 해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의 유익과 성장에 있다는

점이다. 즉,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지루함 혹은 거부감을 경험할 수도 있

으나 진정성 있는 상담자는 이 경험을 내담자를 위하는 마음을 토대로

표현의 목적과 방식이 내담자의 유익과 성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어떻게

치료적으로 활용할지 모색한다는 것이다.

상담자의 진정성은 개인적 차원에서 변화로 시작하여 관계적 차원에서

의 변화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즉, 상담자 자신의 개인 내적인 변화가

곧 관계 안에서의 상호작용의 변화로 연결됨을 시사한다. 이는 상담자가

그 자신 스스로에게 진정할 수 있어야 상담관계에서도 내담자와의 관계

에서 진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담관계에서 진정성이

발현된다는 것은 내적인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관계 안에서도 이 역

시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담관계에서 상담자의 진정성이 발현

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내적 상태가 진정성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말이다. 결국 이는 진정성이 결국 그들의 존재방식이며 삶의 태도라는

것으로 연결된다. 단순히 내담자의 관계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와 직결된

부분이라 하겠다. 따라서 진정성은 상담자의 내면에서부터 시작하여 관

계에서 그 모습이 드러나는 무언가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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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담자 진정성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들에 입각하여, 참여자들이 자신의 진정성을

발현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크게 환경적 요인, 개인 내적

요인, 그리고 관계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환경적 요인

지나가는 나그네의 옷을 누가 벗길 수 있는지 내기를 한 햇님과 바람

이야기는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이솝우화 중 하나로, ‘누군가의 마음을 열

게 하는 건 차갑고 매서운 질책보다는 온정적인 태도’라는 메시지를 전

달하고자 할 때 종종 인용되곤 한다. 본 연구에서도 이 이솝우화가 전하

고자 하는 메시지처럼 상담자가 자신의 겉모습을 벗고 진정한 자기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따뜻하고 온정적인 환경이 상담자 진정성 발현 과정

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

의 충분한 수용 경험은 상담자가 상담관계에서 자신의 진정성을 발현하

는데 선행되는 충분조건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상담 경

력이 평균 25.5년을 넘는 숙련된 상담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

관계에서 자신의 진정성을 발현하는 것이 처음부터 쉬웠던 것은 아니었

다. 이들도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초조, 긴장, 혼란

과 좌절, 불안, 두려움 등의 심리적 불편감을 경험했다. 그리고 내담자에

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할지, 얼마나 자

신을 드러내는 것이 치료적인지 막막하고 모호한 순간들 속에서 우왕좌

왕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그들은 슈퍼바이저를 찾아가

서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자신의 상담자에게 상담을 받기도 하며 동료

집단에게 하소연하기도 하는 등 여러 방도를 모색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참여자들에게 중요했던 경험은 스스로 생각해도 모자란 상담자인 것 같

은 자신을 비난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그 곁을 지켜 준 대상의 존재와 그

대상과의 친밀한 상호작용이었다. 그 대상은 자신의 상담자나 슈퍼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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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지도 교수, 혹은 동료집단이나 가족구성원 등 참여자들마다 달랐다.

이들로부터 자신의 긍정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모습까지도 있는

그대로의 수용 받은 경험은 억압하고 숨겨왔던 어두운 자신의 내면을 수

용하고 이상적인 자기가 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점점 더 자신의 깊은

곳의 자아에 귀 기울이며 진실한 자기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연결되

었다.

참여자들은 자신에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 충분히 수용

받은 경험을 통해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보여줘야 하는, 혹은 보여주고

싶은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진정한 자기가 됨으로써 상

담관계 속에서 자기 본연의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Rogers(1957)의 말처럼, 자신의 경험을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경험

하고 인정하는 것이 인간의 성장의 핵심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충분히 수용을 받은 경험은 참여자들의 가슴 속

에 “안아주는 환경(holding enviroment)”(Winnicot, 2000)으로 내면화되

어 스스로가 자신을 수용하고 받아주는 치료적 환경이 되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상담자 진정성 발현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환경적 요인

은 동료집단과의 지속적인 교류이다. ‘상담’이라는 일 자체만을 놓고 본

다면 상담은 상담실에서 상담자가 내담자와 깊이 있는 만남을 통한 내담

자의 성장을 추구하는 직업으로 상담자 1인의 주관적이고 주체적인 활동

이 주축이 되는 환경에 놓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직업보다도

상담자의 상태, 즉 인지·정서·신체적 건강함 등과 같은 요소들이 내담자

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며, 상담을 이끌어가는 상담자 각 개인의

역량 및 전문성이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상담

자는 자신의 상태를 잘 관리하고 자신의 상담을 잘 진행만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상담자가 진정한

자기로서 성장하지 못하고 자가당착에 빠지기 쉽고 자기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참여자들은 혼자 고립되는 상황을 매우 조심하고 경계하였다.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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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내담자에게 내담자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비춰줄 상담자가 필요하듯

이, 상담자에게도 자신들의 모습을 진솔하게 피드백 해 줄 수 있는 동료

집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였다. 물론 참여자들은 오랜 기간 동안

자기 분석을 받기도 하고 다양한 리더들과의 집단상담도 경험하면서 자

신을 객관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이런 과정 못지않게

중요한 요인은 동료들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신의 민낯을

드러내고 수용 받는 과정이었다. 그 과정 속에서 내담자에게는 차마 표

현하지 못했던 자신의 솔직한 생각을 드러내 보기도 하고, 미처 알아차

리지 못했던 자신의 맹점(blind spot)에 대한 피드백을 듣기도 하면서 매

몰되었던 경험에서부터 빠져 나와 자신을 한발자국 떨어져서 바라보는

성찰적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은 동료집단과의 지속적인 교류

속에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경험과 그 안에서 수용 받은 경험, 그리

고 자신을 점검받고 변화해 가는 과정을 통해 상담관계 속에서 보다 안

전하게 그리고 진솔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참여자들이 말한 동료집단과의 지속적인 교류는 또래 슈퍼비전(peer

supervision) 혹은 소집단 슈퍼비전(small group supervision) 같은 형태

를 띤다. 소집단 슈퍼비전 경험에 관한 선행 연구(이승은, 정남운, 2003)

에서 소집단 슈퍼비전의 긍정적인 경험으로 ‘내담자를 새롭게 보게 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내담자를 볼 수 있게 해줬으며, 내담자를 보

는 내 시각자체가 변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슈퍼비전에 함께 참

여한 멤버들의 인정과 지지를 통해 ‘내 식대로 해도 되는구나, 그것이 크

게 벗어나는 게 아니구나’하는 자신감,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

여질 거라는 허용적인 분위기’를 제시하였는데 참여자들도 이와 유사한

경험을 동료들과 지속적으로 해 오면서 자신을 보다 진정성 있게 구현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개인 내적 요인

상담자 진정성 발현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내적 요인은 크게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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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측면과 인지적 측면으로 나눠 설명하겠다. 먼저 정서적 측면에서의

상담자 진정성 발현과정 주요 요인은 자기 수용을 기반으로 한 수치심

극복이다. 수치심은 자신을 열등하게 평가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결함이

있는 존재로 판단할 때 경험되는 정서로(김용태, 2010) 스스로가 가치가

없으며 혹 자신이 매력적이지 않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과 관

련이 있다(홍지선, 김수임, 2017). 수치심이 높으면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

거나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대인관계에서 위축되며 관계를 철회하는

행동경향성을 보인다(안현의, 박철옥, 주혜선, 2012; 이지연, 2008). 또한

수치심이 높을수록 자기 수용능력은 떨어지며(정은영, 신희천, 2014), 수

치심이 높은 상담자는 자기개방을 덜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지연, 유성경, 2006). 이러한 결과는 관계 진솔성 척도의 준거타당도

검증을 위해 내면화된 수치심과 상관분석을 수행한 연구 결과(곽소연,

이지연, 2013)와 일치한다. 상관분석결과, 관계 진솔성과 내면화된 수치

심은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특히 관계진솔성 하위 요인 중에서도 참자

기를 드러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내면화된 수치심과 관련성이 깊은 것

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도 상담자로서 미숙하고 서툰 모습이 드러날 때 스스로 부끄

럽고 상담자로서 부적절감을 경험하였다. 이런 자신의 모습이 드러날 때

그들은 내담자로부터, 그리고 주변 동료들이나 지도자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라 예상하고 자신이 받아들여지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

그래서 진짜 자기를 두러내는 것에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하였다. 다행히

참여자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요하고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의

충분한 수용 경험을 통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

며, 자신의 강점이나 약점, 신체 조건을 비롯하여 바람, 두려움, 열등감,

불안, 공포 등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인정하는 등의 자기 수용력이 높

아졌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진심어린 공감과 수용을 경험하면서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는 수치심으로부터 벗어나 자기 본연의 모습을 찾

고 누리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상담자 진정성 발현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내적 요인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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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측면은 정신화(mentalization)의 활성화였다. 정신화란 자신과 타인

의 의식적·무의식적 심리상태에 대해 이해하는 창의적인 정신활동의 한

형태로 개인의 행동을 욕구, 소망, 감정, 믿음, 목표, 그리고 이유 등의

의도적인 심리상태로서 인지하고 해석하는 일종의 성찰기능과 같은 상위

인지 능력이다(김찬양, 최한나, 2018; Wallin, 2010).

참여자들은 자신의 비진정성을 자각 후, 자신과 내담자, 상담 및 상담

관계에 대한 깊은 음미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자들은 미해결된 과

거로부터 형성된 자신의 방어적 태도와 대인관계 양식은 무엇인지, 이런

모습이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재연되며 어떤 영향을 서로 주고받

는지 등 깊이 탐색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이

겪는 내적 경험 및 신체적 감각 등을 활용하여 지금-여기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담자와 점검하고 확인할 뿐만 아니라 내담자 행동 이

면의 아픔과 상처에 주목하고 그 고통이 주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노

력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의도적이고 자신과 내담자에 대

해 깊이 숙고하고 상담과 상담 과정을 반추해 보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정신화를 활성화 시킨다고 보여 진다. 정신화 능력이 발달되

면 자동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에 사로잡히게 될 가능성이 줄어들고(이현

주, 안명희, 2012), 다른 이의 행동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예측함으로써 대인관계 상황을 고려한 적절한 정서적 대처를

할 수 있게 된다(차혜명, 김은영, 2016). 따라서 이러한 정신화 능력은 상

담자의 진정성 발현을 촉진시킨다.

3) 관계적 요인

상담자 진정성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적 요인으로는 친밀감에 대

한 두려움과 내담자에 대한 감정적 몰입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담관계에

서 참여자들의 진정성 발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서 상담자가 이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을 경우 내담자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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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가 상담관계에서 진정성을 발현한다는 것은 내담자에게 상담자

라는 역할의 가면을 벗고 자기의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는 것이다. 즉, 상

담자와 내담자라는 관계 형식에서 벗어나 한 인간으로서 서로에게 존재

하는 것이며 이는 보다 깊은 수준의 연결감(connectedness)과 친밀감으

로 이어진다(Greenberg, & Safran, 1989). 여기에서 친밀감은 자신의 무

엇을 상실한다는 두려움 없이 자아정체감을 자신 외의 누군가와 연결시

키는 능력을 말한다(한미혜, 2010; Evans, 1967).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자신의 진정성이 내담자와 깊은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친밀감이 참여자들이 상담관계에서 진정성을 발

현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은 내담자들과 점

점 더 가까워질수록 자신의 사적인 정보나 깊은 생각, 느낌을 더 솔직하

게 표현하게 되었다. 이러한 친밀한 정서적 교류나 자기 개방을 통해 내

담자와 강력한 융합이 형성되기도 하는데, 참여자들은 이러한 융합적 관

계가 상담의 본질적인 의미에서 벗어나 개인의 관계적 욕구를 충족시키

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였다. 특히 내담자가 이

성인 경우, 참여자들은 더욱 진정성 발현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보였

다. 이는 진정성 발현을 통한 친밀감 형성이 이성 내담자에게 사적인 오

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엉뚱하게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는 내담자에게 위

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내담자와 친밀해질수록 자신의 약함

이나 못한 모습들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내담자가 자

신에게 실망하거나 혹은 자신을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높아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리적 불편감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참여자들 역시

자신의 진정성을 발현하기 주저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이 내담자에게 감정적으로 몰입한 경우 역시 진

정성 발현이 저해되었다. 상담자들이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 충분히

그 입장에 서서 그들의 경험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이를

객관적인 제 3의 눈으로 인식하고 바라봐야 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

다(이장호, 2001). 이는 내담자를 충분히 공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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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관적 세계에 대한 현실적 지각을 놓치지 않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자가 내담자의 내적 세계에 집중하게 될 때가 있다. 내담

자에게 과도하게 감정적으로 몰입하게 된 상태에서 상담자가 진정성 있

게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드러난다 하더라도 내담자에게 치료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참여자3의 진술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참여자3: 본인이 하고 있는 행동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기에 대한 연민에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자신의 마음이 괴로운 것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것에 나도 너무 동조한 것은 아닌가...그런 면에서..물론 그

것도 필요는 해요, 이 괴로움을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이 사람이 피하고 

싶어 하는 것 일수도 있는데 그것을 내가 조금 더 볼 수 있게 도와야 했었

던 것은 아닌가...가끔은 그 진정성이라고 하는 게 내가 치우쳐 있거나 내

가 못 보는 맹점이 있을 때는 그게 그 순간에는 내가 진심이었지만 그게 

내담자에게 그 순간에는 도움이 될 수 있었겠지만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아..이게 오히려 역효과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순간에는 너무 눈물이 

나고 그 분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고 함께 했던 시간이 떠올랐던 것은 

맞아요. 근데 내가 아...그랬지...하지만 약간의 냉철한 관점, 객관적인 관

점을 견지했어야 하는데 그게 부족한 상태에서는 그게 그 분에게 도움이 

됐을까? 하는 후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 눈

물이.

상담자의 진정성이 내담자의 성장을 위하는 동기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음을 앞서 제시한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가 내담자의 정서적

인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고 그 마음을 공감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진정성

이라 볼 수 있으나 그것이 내담자가 자신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

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역시 진정한 의미에서의 진정성 발현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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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의의 및 제언

상담의 효과적인 진행과 내담자의 긍정적인 변화에 가장 강력한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은 상담이론이나 기법이 아니라 상담자 자신이다(Corey

& Corey, 2002; Skovholt, 2001). 치료적인 상담관계를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주체이며 동시에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인 상담

자의 진정성을 깊이 탐색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가 상담 성과를 가져오는 중요한 치료요인인 상담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이끌어 가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경험한 진정성은 무엇

이며 그 개념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상담자가 지각한 진정

성은 ‘상담자 자신의 외적·내적 경험에 대한 개방성’ 및 ‘꾸미지 않고 있

는 그대로의 진실성’, 그리고 ‘내담자를 위한 관계적이고 의도적인 상호

작용’의 3가지 측면으로 구성된 개념으로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에게

느껴지는 모든 것들에 비방어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내담자에게 필요한

자신의 인간적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는

주로 개인주의적 성향의 문화에서 이루어진 기존의 진정성 연구에서 ‘자

기 자신의 되는 것’으로 진정성을 설명한 관점에 집단주의적 문화를 배

경으로 하는 국내 상담자들에게서는 내담자를 위한 치료적 작용으로서

진정성을 중요하게 인식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밝힌 점에서 의의가 있

다.

둘째, 본 연구에서 상담자의 진정성 발현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

다. 진정성은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큰 개념으로 마치 물안개처럼 인지

적으로 진정성이 무엇인지 알 수는 있으나 막상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지

는 않는 실체와 같다. 따라서 본 연구가 상담자들이 상담관계가 자신의

진정성을 발현하는 과정을 세밀하게 포착하여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

다. 본 연구에서 밝힌 상담자의 진정성 발현 과정은 ‘상담관계에서의 비

진정성 자각 후 치열한 내적 씨름을 거쳐 자기 및 타인을 수용하고 자기

본연의 모습을 관계 안에서 누림’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상담자들이

진정성을 발현해 가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겪는 현상이나 문제, 어려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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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좋은 지표로 삼을 수 있다고 보여

진다.

셋째, 본 연구는 상담자의 진정성 발현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을 환경적 요인, 개인내적 요인, 그리고 관계적 요인으로 나눠 제시하였

다. 환경적 요인으로는 ‘중요하고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의 충분한 수

용’과 ‘동료집단과의 지속적인 교류’로 나타났으며, 개인내적 요인의 정서

적 측면은 ‘수치심의 극복’이고, 개인적 요인의 인지적 측면은 ‘정신화의

활성화’로 나타났다. 관계적 요인은 진정성 발현을 저해하는 요소로 ‘친

밀감의 두려움’과 ‘내담자에 대한 감정적 몰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

구 결과는 상담자들에게 진정성을 함양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한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여 진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 진정성 발현이 자신의 ‘비진정성의 자각’

과 ‘치열한 내적 씨름’ 과정의 개인적 차원에서 ‘자기 및 타인의 수용’,

‘관계에 기꺼이 관여’하는 관계적 차원에서의 변화과정으로 이어짐을 확

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진정성 발현이란 상담자의 내면에서부터

시작하여 관계에서 꽃을 피우는 것으로 상담자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먼저 진정성 있게 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보여

진다. 결국 상담자는 내담자를 위해 치료적 자아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자신에게 먼저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함을 경험적으로 밝힌 점

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여 진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상담자의 진정성 함양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상담을 전공하거나 훈련을 받고 있는 초심 상담자들이 진실한

관계 경험이 가능한 대상들과 진정어린 교류를 통해 일치된 태도를 일상

에서부터 형성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 진다. 본 연구의 일부

참여자들은 진정성 있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고 배울 수 있는 상담자,

스승, 동료집단, 가족과의 지속적인 관계가 진실한 인간으로 성장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희경(2016)은 상담자들이 진정성을

상담 기술로 제한하지 않고 개인의 삶에서 진정성 함양을 위해 노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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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제언했다. 일상에서 체화된 상담자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품성은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상담자들에게 자기 성찰적 시간을 갖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겠다.

참여자들이 자신의 비진정성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진정성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상담자들이 상담관계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고 반성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필요하다면 지속적으로 전문가와 함께

자신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제안한다. 프로

이드(Freud, 1964)는 정신분석가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훈련 과정으로

정신치료를 직접 받아야 할뿐만 아니라, 훈련이 끝난 이 후라도 치료자

는 내담자의 무의식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자신을 스스로 보호

하기 위한 치료가 정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였다(이문희, 2011). 상담자

들이 모두 다 정신분석적인 접근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상담자가 심리치료를 받는 경험은 중요하다. 심리치료를 통해 임상적 방

법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며 상담의 기술이 개선되며 더 나아가

치료자로서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자기자각을 높이고 역

전이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경험이 된다(이문희, 2011).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상담관계에서 상담자의 진정성은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깊이 이해

하기 위해 소수의 숙련상담자(상담경험 평균 25.5년)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진정성 발현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왔는지를 회고하여 보고했기에 정확한 기억에 의존

한 정보가 아닐 수 있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숙련

된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상담자 진정성 발현과정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제 막 상담에 입문한 상담자들에게는 이러한 연구결과가 이질적으로

보일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초심 상담자, 중견 상담자, 숙련

상담자들이 경험한 진정성은 어떠한지, 진정성에 대한 각 집단의 이해는

어떠하며, 상담관계에서 발현된 진정성의 양상은 어떠한지를 비교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진다. 이를 통해 이를 통해서 초심상담자, 중견

상담자, 숙련상담자가 진정성 발현에 있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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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숙련도에 따라 진정성 역시 어떻게 발달해 가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 진정성 발현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을 환경적 요인과 개인내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진정성 발

현을 방해하는 요인들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탐색할 필요가 있다. 진정성

발현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구분하여

살피고 향후 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연구가 이루

어진다면 상담자의 진정성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상담자의 이론적 지향성과 별개로 상담자의 진정성에

대한 인식 및 발현 과정을 탐색하였다. 상담자의 진정성은 범이론적 요

소이기는 하지만 각 이론이 지향하는 인간관이나 상담 기술의 강조점이

상이한 것만큼, 상담자의 진정성 발현에 대한 인식이나 양상도 상이할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물론 각 향후 연구에서는 이 점을 감안

하여 상담자 진정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상담자 진정성에 대한 더

욱 다양하고 풍성한 이해를 가능해질 것이라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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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참여자용 설명문  

연구 과제명 : 상담관계에서의 상담사 진정성 발현 변화 과정 연구

연구 책임자명 : 홍지선(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박사과정)

  이 연구는 상담관계에서의 상담자 진정성 발현 변화 과정에 대한 연구

입니다. 귀하는 숙련상담자로서 상담관계에서 상담자 진정성 발현 변화 

과정을 잘 보여줄 상담자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 받았

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서울대학교 소속의 홍지선

(T:010-0000-0000)이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이며, 귀

하께서는 참여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지 그리고 

연구의 내용이 무엇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

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의 목적은 상담자가 상담관계에서 자신의 진정성을 어떻게 발

현하며 그 발현의 과정이 상담자 발달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변

화과정을 이해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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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국내 상담관련 학회의 1급 이상, 석사 이상의 학력, 상담 경력 15년 

이상의 상담자로, 특히 상담활동에 적극적이고 임상경험이 풍부하며 자

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상담자이십니다. 대

략적으로 최대 20명의 상담사가 참여하게 될 예정입니다. 

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연구의 승인 이후로 최종 연구기간

인 2018 년 8월 말 이전까지 연구자와 만나서 1회기 당 1-2시간이 소요

되는 개인면담(인터뷰)을 3회 정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유선 면담 혹

은 보충 면담이 1-2회 정 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면담 후 소정의 금전

적 사례가 제공될 예정입니다(면담 1시간 당 1만원). 모든 과정은 연구 

참여자인 귀하께서 소속되어 있는 학교 또는 상담센터 등 면담이 가능한 

조용한 공간을 섭외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연구 참여자 분께서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면 연구 참여자의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간단한 유

선 인터뷰를 실시하여 참여의사를 확인하고 연구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본 연구의 참여자로 상정되어 본 인터뷰 및 인터뷰 자료의 녹음

이 실시됩니다. 유선 인터뷰 역시 면담 1시간 당 1만원의 사례금이 제공

됩니다. 녹음 자료는 가명으로 정리되어 전사(글로 기록)되고 분석되어 

연구자와 지도교수의 협의 하에 연구물로 정리됩니다. 녹음 파일은 전사 

후 폐기됩니다.

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연구의 진행기간은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연구 승인 이

후~2018년 8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연구 참여자분과의 면담(인터뷰)

은 연구 진행 상 황에 따라 총 연구 기간(~2018년 8월 말) 이내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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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018년 8월말까지 회기당 1-2시간 

정도 소요되는 면담을 약 3회 요청받을 것이며, 필요에 따라 유선 면담 

및 보충 면담이 1-2회 정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5.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예,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 둘 수 있

습니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

원이나 연구 책임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그만두는 경우 모아진 

자료는 즉시 폐기됩니다. 

6.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하가 불편한 사항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말

씀해 주십시오.

7.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

나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상담사의 진정성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하고 

장기적으로 전문상담자 훈련 과정이나 전문상담자의 발달 성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8.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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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

에 참여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9.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연구자 본인인 서울대학교의 홍지선

(010-0000-0000)입니다. 저희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면담 시 제공한 개인정보(이름, 

학력, 성별, 경력, 직장명, 직위, 핸드폰번호, 이메일 주소) 및 면담 녹음

은 모두 가명으로 처리되어 연구 참여자의 개인 이동 저장장치 1개 및 

개인용 컴퓨터 1개에 자료를 저장한 후 각 기기별(USB, 컴퓨터) 및 문서 

별 암호를 설정하여 타인의 열람을 방지합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

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이름 및 기타 개인 정보

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

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위원

회는 연구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

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

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

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본 연구의 동의서는 연구 종료 후 최소 3년 이상, 개인식별정보 제외 

연구 데이터는 연구 종료 후 최소 5년 이상 보관됨을 알려드립니다.

10. 이 연구에 참가하면 사례가 지급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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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연구 참여시 감사의 뜻으로 인터뷰 1시간당 1만 원 정도 되는 

작은 기념품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11.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름: _______홍지선___________      전화번호: ___010-0000-0000___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

음의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SNUIRB)       전화번호: 02-880-5153 



- 170 -

동  의  서 (연구참여자 보관용)

연구 과제명 : 상담관계에서의 상담사 진정성 발현 변화 과정 연구  

 

연구 책임자명 : 홍지선(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박사과정)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

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위원

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동

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

를 하는 경우와  법률이 규정한 국가 기관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

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

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나와 동의 받

는 연구원의 서명이 포함된 사본을 연구 참여가 끝날 때까지 보관하

겠습니다.  

8. 나는 연구를 수행하는 중에 녹음/녹화가 진행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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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연구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연구책임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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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참여 안내문

  안녕하세요, 000 상담 선생님?

  저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육상담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홍지선(T: 

010-0000-0000/ 000000@snu.ac.kr)이라고 합니다. 저는 “상담관계에서의 

상담자 진정성 발현 변화 과정” 연구를 하고 있으며 상담자의 숙련도에 

따라 상담자의 진정성이 어떻게 질적으로, 그리고 개입적으로 변화하는

지, 그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 중 근거이론을 중심으로 이론적 표집

을 위한 편의표집을 통해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추천받아 000 선생님께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본 연구에 참여 여부는 000선생님의 자발적인 선택이며, 참

여하시더라도 언제든지 참여 의사 철회가 가능합니다. 연구 참여시에는 

한 회기당 약 1~2시간 정도 인터뷰가 진행되며, 연구기간 동안(서울대학

교 생명윤리심리위원회 승인 이후~2019년 2월말까지) 약 3번의 인터뷰가 

진행될 수 있으며, 추가질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자와 이메일이나 혹

은 보충 면담(1회~2회)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각 회기 시간당 1만원 정도

의 소정의 감사의 답례품을 준비하였습니다.

  모든 인터뷰 내용은 녹음되며 녹음파일은 전사 후 폐기됩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얻게 된 개인정보(이름, 학력, 성별, 경력, 직장명, 직위,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와 면담 녹음은 모두 가명으로 처리되며 문서 

별 암호를 설정하여 타인의 열람을 방지하겠습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연구 참여자의 이름 및 기타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연구 참여자의 연구 동의서는 연구 종

료 후 최소 3년 이상, 개인식별정보 제외 연구 데이터는 연구 종료 후 

최소 5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원칙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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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연구 참여 안내문을 읽어보시고 본 연구의 참여의사가 있으시면, 

본 연구의 연구자인 홍지선에게 다음으로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핸드폰: 010-0000-0000

이메일: 0000000@snu.ac.kr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육상담 박사과정 홍지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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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process

of Counselor’s Authenticity

in the Therapeutic Relationship

Hong, Ji Seon

Educational Counsel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counseling relationship is purposed for the client’s growth and

change, and the more being genuin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unselor and the client, the better effective the counseling is. It is

because the essence of the counseling is to understand and accept

himself and enjoy himself. To do this, the counselor should be

genuine himself first. However, it is not easy to be authentic in the

relationship with the client, even though he is a counselor. Being

authentic in the relationship with the client has various advantages in

counseling, but it accompanies with psychological pressure as well.

Therefore be ing authentic in the counseling relationship is a diff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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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 to consider it is important to be authentic in the mi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process of

counselor’s authenticity manifestation. Specific issues subject to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hat kind of process does counselor’s

authenticity go through to manifest itself in the counselor-client

interaction? Second, what are the factors affecting the process of

counselor’s authenticity manifestation in counseling relationships?

For this purpose, individual interviews have been conducted with 18

experienced counselors with counseling experiences of 15 years or

above. Those counselors who have participated in this study have

been working as counselors for 25 and a half years on average, still

very actively counseling clients, and playing roles of training

managers as well as supervisors. The data collected from those

counselors have been analyzed using the grounded theory approach

(Strauss & Corbin, 1990), which is one of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categorization of the data received from the individual

interviews with counselors through the open coding process, 158

conceptions, 41 sub-categories and 20 categories have been generated.

Second, the core category for the process of counselor’s authenticity

manifestation in counseling relationships is ‘the enjoyment of one’s

true self in relationships through self-awareness of one’s

non-authenticity in counseling relationships and painstaking

self-questioning and acceptance’.

Third, the result of the analysis on the correlations among

categories shows that central phenomena is ‘hesitating to open and

express themselves to the client in counselor-client interactions’.

Fourth, it has been shown that the causal conditions are ‘facing

difficulties in counselor-client interactions’ and ‘encounterin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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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ent when counseling relationships should be utilized’.

Fifth, the context that becomes the background of the entire

paradigm while affecting the manifestation of authenticity have been

identified to be ‘the change in counseling theory trends’; ‘diverse life

experiences’; ‘various counseling experiences’; ‘the lapse of time’.

Sixth, it has been found that the action/interaction strategies

pursued by counselors in situations where changes in counseling

relationships are demanded are ‘developing oneself as a professional

counselor’; ‘making efforts to be faithful to oneself’; ‘being willing to

open oneself in the relationship with one’s clients’; ‘developing one’s

flexibility and capacity in counseling relationships’; ‘sincere

interactions with a group of counseling professionals’; ‘striving to

conduct continuous and autonomous self-monitoring’.

Seventh, the consequences of pursuing the aforementioned

action/interaction strategies have been ‘functioning as a therapeutic

ego’; ‘enjoying one’s being’; ‘expanding oneself’; ‘deepening one’s level

of understanding regarding counseling’; ‘stabilizing as one’s life

attitudes’.

Eighth, the result of the analysis on the changing process of

counselor’s authenticity manifestation under the categories generated

shows that a counselor goes through cyclical repetitive stages of

development from ‘the awareness of one’s non-authenticity’ to ‘fierce

inner-struggles’ to ‘acceptance of oneself and others’ to ‘willingness

to be sincerely involved in relationships’, and eventually advances to

the stage of ‘enjoyment of one’s being’.

Ninth, the study also indicates that the changing process of

counselor’s authenticity manifestation first develops at an individual

dimension such as ‘the awareness of one’s non-authenticity’ and

‘fierce inner-struggles’ and then further develops into a rel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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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 of ‘acceptance of oneself and others’ and ‘willingness to be

sincerely involved in relationships’.

Lastly, factors that affect the changing process of counselor’s

authenticity manifestation are classified into two broad categories:

environmental factors and individual internal factors, which are again

divided into emotional and cognitive factors. More specifically, the

environmental factors are ‘sufficient acceptance of oneself by

important and significant others’ and ‘continuous interaction with a

peer group.’ With respect to the individual internal factors, the

emotional factor is ‘overcoming feelings of shame’ and the cognitive

factor is ‘facilitation of mentalization’.

The significance,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have been drawn

based on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This study has its

significance in that it provides counselors with detailed strategies

regarding how to develop their authenticity based on the interviews

with experienced counselors by establishing the concept of counselor’s

authenticity, finding out how counselor’s authenticity is manifested

and develops in the counselor-client interactions and exploring several

factors that facilitate counselor’s authenticity. The in-depth interviews

with counselors regarding their experiences of authenticity and the

study followed are expected to provide counselors with substantive

information so that they can grow into more authentic counselors.

Keywords: counseling relationships, counselors, counselor’s

authenticity, grounded theory, paradigm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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