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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자비는 고통받는 대상이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바라는 염원과 
태도이다. 자비로운 태도를 갖는 것이 개인의 심리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가 제시되었으나, 자비를 실천하는 과정에
서 돌봄 제공자 및 정신건강 전문가들의 정서전염으로 인한 심리적 소진 
또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정서전염 상황에서도 자신
과 타인의 고통에 압도되거나 소진되지 않고 건강한 자비로 이어질 수 있
도록 하는 기제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상학 연구를 통해 자비 체
험의 본질에 대해 탐구하였고, 현상학 연구에서 드러난 정서전염과 자비의 
관계에서 마음챙김이 자비를 증가시키고, 자기몰입이 자비를 저해한다는 
결과를 양적으로도 검증하였다. 또한 정서전염이라는 자기와 타자 간의 상
호연결성에 대해 인식하고, 그 과정에서 자기몰입을 감소시키고 개인의 심
리적 안녕감과 자비를 증진할 수 있는 자비조망훈련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일련의 연구를 실시하였다.  

먼저, 연구 1에서는 고통받는 대상을 향한 진정한 자비가 어떤 양상과 
본질을 가지는지 파악하기 위해 자비 체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를 실시
하였다.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종교, 상담, 교육, 명상, 사회복지 등 다양
한 현장에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또 주변인의 추천과 연구자의 검토를 
통해 선발된 8명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본 현상
학적 연구를 통해 파악된 자비 체험은 3개의 본질적 주제 및 7개의 상위
주제, 20개의 하위주제로 분류되었다. 첫 번째 본질적 주제는 <고통 앞에
서의 자비 체험>이다. 이 주제에서는 ‘고통받는 존재를 향한 지향’과 ‘사랑
과 고통의 체험이 빚어내는 자비’라는 상위 주제가 분류되었다. 두 번째 
본질적 주제는 <자기와 타자의 상호연결성에 대한 인식>이고, 여기에는 
‘자타의 구분이 없는 고통의 교류’, ‘자기와 타자의 연결과 단절’이라는 상
위 주제가 포함되었다. 마지막 본질적 주제인 <건강한 자비를 위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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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고찰>에는 ‘고통을 대하는 마음챙김의 태도’, ‘자기몰입적 태도로부터의 
탈피’, ‘고통받는 이가 주체로 서게 하는 힘’이라는 상위 주제가 분류되었
다.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나타난 자기와 타자가 고통을 주고받는 상호
연결성에 주목하여, 자동적이고 비의식적인 정서전염이라는 현상과 자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일반인 3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정서전염이 자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자기몰입은 부적으로 매개하는 역할을, 마음챙김은 정적
으로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나타났다. 한편, 부정 정서전염이 자비
로 가는 관계에서 마음챙김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자기몰입
은 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부정 정서전염 상태에서 자비로 가기 위
해서는 자기몰입을 감소시키는 개입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
과라 할 수 있다.  

연구 3에서는 체험적 탈자기참조적 개입을 통해 부적응적인 자기몰입을 
줄이고 자비를 증진시키기 위한 자비조망 훈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
증하였다. 자비조망 훈련은 정서전염이라는 현상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자기몰입적인 해석을 줄이고, 자기와 타인 모두를 향해 자비로운 염원과 
태도를 기르는 것을 포함한다. 대학생 40명을 실험집단인 자비조망 훈련 
집단(n=21)과 비교집단인 마음챙김 훈련 집단(n=19)에 할당한 뒤, 1주일
간 불편감을 경험하는 사건에 대해 각 집단별 훈련을 실시하고, 온라인 경
험기록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사전/사후/추후 3회 측정한 결과를 보면, 자
비조망 훈련 및 마음챙김 훈련 두 집단 모두 자기몰입, 불안, 개인적 고
통, 고통감내력 부족의 감소를 보고하였고, 자비와 자기자비, 삶의 만족도
에서 유의미한 증가를 나타내었다. 집단 간 차이 검증 결과, 자비조망 집
단에서 조망수용의 증가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자기참조적 과정에서는 
반복적 동일시, 행위주체 감각, 경험과의 융합 정도에서 자비조망 집단이 
마음챙김 집단에 비해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자기와 타자가 정서전염이라는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정서전염의 경험 속에서 자기몰입하지 않고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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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김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자비를 증진할 수 있다는 가설을 지지한다. 
본 연구는 자비 체험을 현상학적 방법을 통해 살펴보고, 이에 기반하여 체
험적 탈자기참조적 개입을 포함한 자비조망 훈련을 개발하고, 효과를 입증
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임상적 함의와 후속 연구 방
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자비, 정서전염, 자기몰입, 마음챙김, 체험적 탈자기참조적 과정, 
자비조망 훈련 

학번 : 2012-3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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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개인적인 욕망, 가장 가까운 몇 사람만을 향한 애정으로 
우리 자신을 한정시키는 것은 우리를 감옥에 가두는 것이다. 

우리의 과제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과 자연 전체의 아름다움을 
감싸 안을 수 있도록 자비의 반경을 넓혀 

우리 자신을 이 감옥에서 해방시키는 것이다.”
(Einstein, 1972)

인간은 타인과의 연결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사회적 존재이며, 인간과 
인간의 연결은 서로의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정서적 교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실존적으로 고독한 존재인 인간의 외로운 삶을 살만한 것으로 
느끼게 만드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주고받는 정서적 교감과 연결감일 것
이다. 긍정심리학자인 Peterson과 Seligman(2004)은 중요한 사회적 덕목
으로 인간애(humanity)를 꼽았으며(권석만, 2008), 대문호 도스토예프스
키 또한 “연민이야말로 모든 인간 존재에게 가장 유일하고 중요한 법칙”
이라고 말한 바 있다(Dostoevsky, 2009). 이처럼 타인을 따뜻하게 돌보는 
태도로서의 인간애와 연민, 이 모두를 포함하는 태도인 자비는 인간이라면 
마땅히 갖추어야 할 덕목일 뿐 아니라, 개인의 정신건강과 행복을 증진하
는 심리적 강점이기도 하다(Cho et al., 2018). 

인간 문명은 점차 자신의 인종과 국적, 종교와 이념이 다른 인간, 다양
한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는 인권 감수성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에 대한 잔인한 살상을 방지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생명 감수성을 키
우는 데 이르렀다. 전 세계는 비인간적, 물질적 세계관에 반기를 들며 ‘자
비’의 가치를 드높이고 있고, 이와 같은 추세 속에서 2009년에는 전 세계
에 ‘자비 헌장(Charter for Compassion)’이 공표되기도 했다. 자비란 이
처럼 평화로운 문명을 구축하기 위해 마땅히 함양해야 할 가치로 인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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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자비를 증진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
고 있는 중이다.

20세기 후반부터 불교 위빠사나 명상의 마음챙김(mindfulness)에 주목
하던 심리학계는 Davidson 등(2002)이 티벳 승려들을 대상으로 자비명상
(compassion meditation)의 효과에 대해 연구하고, Neff(2003a,b)가 초
기 불교에 근거하여 자기자비(self-compassion)라는 개념을 주창한 이래
로 자비의 치료적 효과에 대해 폭발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Neff와 유
사한 시기에 자비중심치료를 개발하고 연구해온 Gilbert(2000) 또한 자비
에 대한 심리학 연구의 선구자 중 한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Stanford 대
학교, Emory 대학교 등 세계 유수의 대학에서도 자비 센터를 설립하고 
자비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주력할 만큼 자비는 심리학계 내에서
도 인류의 정신적 건강에 이바지할 개념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자비는 모든 종교의 윤리를 하나로 묶는 핵심적인 가치로 꼽히고 있지
만(Armstrong, 2006), 일반인들은 자비로 번역되는 또 다른 용어인 
mercy의 개념과 이를 혼돈하기도 한다.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Lord, 
have mercy on me)’에서와 같이 신과 같은 우월한 존재가 불쌍한 존재
를 향해 베푸는 자비의 형태도 있고, 동등한 입장에서 고통받는 상대를 향
해 연민의 마음을 갖는 자비의 유형도 존재한다. 자비를 특수한 자원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보일 수 있는 특성으로 오해한다면, 개인이 자비를 
함양할 필요성을 느끼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접근 가능성도 제한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자비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정착시키고, 또 이를 일반
에게 널리 보급하는 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Stanford 대학교, Emory 대학교, Wisconsin-Madison 대학교에
서는 각각 자비 센터를 설립하고 활발히 연구함으로써 대학생 및 일반인
들을 대상으로 자비를 함양시키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Stanford 대학의 자비와 이타주의 연구 교육 센터(Center for Compassion 
and Altruism Research and Education)에서 개발된 자비함양훈련
(Compassion Cultivation Training: CCT)은 티벳 불교의 통렌(tonlen) 수
행을 통해 자비심을 함양함으로써 걱정, 과도한 정서 억제를 완화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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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보인 바 있다(Jinpa et al., 2009). 또한 Emory 대학교의 인지적 자
비 훈련(Cognitively Based Compassion Training: CBCT)은 타인의 고
통에 대한 인지적 조망을 훈련하여 자기와 타인을 치환함으로써 자비심을 
함양하는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Negi, 2009). 

국내 불교계에서는 자비수관(지운, 2011), 자비명상(마가, 2007, 2016)
이 진행되어왔으며, 자애미소명상(Heart Smile Meditation)은 자기자비, 
자존감, 사회적 연결감, 용서, 영성의 측면에서 효과를 보이기도 했다(박성
현, 성승연, 미산, 2016). 국내 심리학계에서는 주로 자기자비를 증진하는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왔다. 조용래와 노상선(2011)이 개발한 경계선 성향
자를 위한 자기자비 함양 프로그램, 박세란과 이훈진(2015)이 평가에 기반
한 자존감에 대한 대안책으로서 개발한 자기자비증진 프로그램 등이 있다. 
한편, 조현주, 노지애, 이현애, 정성진, 현명호(2014)는 초보 상담자들의 
자기 성장을 위한 마음챙김 자비 프로그램을 개발한 바 있다. 

타인의 고통이나 고통받고 있는 다른 생명을 목도하는 것에는 다양한 
인식 과정이 수반된다. 먼저, 상대의 고통을 보고 듣게 되는 시청각적 지
각이 이루어진다. 즉, 상대의 고통스러운 표정이나 고통을 드러내지 않으
려 애쓰는 모습 혹은 고통에 찬 신음 소리 등을 통해 우리는 상대가 고통
에 처해있다는 인식을 하게 되며, 이는 보는 이로 하여금 상이한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어떤 이는 상대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돌보려는 태도를 
보이게 되고, 어떤 이는 자신이 그 고통에 과도하게 영향을 받을까봐 철수
하거나 회피하기도 하며, 어떤 이는 고통받는 상대에게 단순히 무관심하게 
반응하거나, 또 어떤 이는 상대에게 고통을 초래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이나 
쾌락을 좇기도 한다. 

한편, 고통받는 상대방에게 과도하게 감정이입을 하게 되는 경우 개인
의 행복이 일시적으로 저해될 수도 있고(Figely, 1995), 이타적인 행동이 
상대방에게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들도 관찰된다(Oakley, Knafo, 
Madhavan, & Wilson, 2012). 따라서 자비를 함양하여 개인의 안녕감을 
증진하고, 또한 자비로운 태도를 사회적으로 확산하려는 노력에 앞서, 자
비 안에 다양한 양상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맹목적인 자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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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이로운 건강한 자비를 함양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비란 무엇인지에 대해 그 배경이 
되는 불교적 관점에서의 이해와 그 심리학적 적용에 대해 먼저 고찰할 필
요가 있겠다. 

불교적 관점에서 본 자비 

제3세대 인지행동치료의 핵심적인 개입인 마음챙김과 자비는 불교적 개
념을 현대적, 심리학적으로 풀어낸 것으로, 종교적 입장을 떠나 보편적 개
입 방법으로 적용되고 있다. 심리학의 자비와 불교적 관점의 자비가 어떤 
면에서 유사하고 또 다른지, 불교적 관점의 자비에 대해 살펴본 후, 심리학
에서는 자비를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하고 있는지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다. 

불교적 관점에서 자비의 정의 

자비란 자(慈, 순수한 친애의 마음)와 비(悲, 가엾게 여김)가 결합된 불
교 용어로써(中村元, 1985), 『대지도론(大智度論)』 제27권에 따르면 “자
(慈)라 함은 일체의 중생에게 즐거움(樂)을 주는 것이고, 비(悲)라 함은 일
체중생을 위하여 고통(苦)을 없애주는 것이다”라고 설해져있다(운월, 
2006). 『인왕경소(仁王經疏)』 제1권에서도 자비란 고통을 없애주고, 즐거
움을 주는 발고여락(拔苦與樂)의 태도이며 성냄이나 괴로움과 상반되는 마
음이라 설해진다. 

안옥선(2003)은 자비가 불교의 자(慈)·비(悲)·희(喜)·사(捨)의 사무량심(四
無量心)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라 주장한다. 사무량심이란, 일체중생을 
한없이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서, 자무량심은 중생에게 즐거움
을 주는 일과 우애의 마음, 비무량심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동정하여 제거
해주려는 마음, 희무량심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보고 함께 기뻐하는 마음, 
사무량심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평정한 마음을 내는 것을 말한다(이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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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이 중, 고통을 제거해 주고자 하는 마음인 비(悲, karuna)에 대해 『청

정도론(淸淨度論)』에서 제시된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타인이 고
통받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흔들리고, 그 고통을 제거해주고자 하는 마음
을 일으키며,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확장된다. 또한 자비는 슬픔을 
초래할 때 실패한다고 제시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자비가 타인의 고통에 
대해 안타까워하거나 슬픔을 일으키는 것과는 사뭇 다른 태도임을 볼 수 
있다. 즉, 자비란 고통받는 이를 향한 연민이나 슬픔에 빠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염원에 가까운 상태라는 것이다. 또한 
자(慈)는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 비(悲)는 잔인함을 가라앉히기 위한 수행
의 방편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김수련, 2004). 

불교적 관점에서 자비의 특성

불교의 자비가 지닌 특징으로는 자리이타(自利利他) 및 자타불이(自他
不二)를 들 수 있는데, 안옥선(2003)은 불교의 자비는 서양의 사랑과 달리 
자신과 타자를 동등하게 배려하는 양자배려(both-regarding)의 입장을 취
한다고 본다. 이는 서양의 칸트 도덕에서 관찰되는 자타 비동등 배려, 혹
은 자타비대칭(self-other asymmetry)의 문제를 극복하는 태도라는 것이
다. 또한 불교의 관점에서, 배타적 이기주의는 이타(利他)의 관점에서 용납
될 수 없고, 자기희생은 자리(自利)의 입장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보았다.

초기 불교에서는 이와 같은 양자배려의 입장에서, 자애명상을 수행할 
때, 먼저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도록 한다. 자기로부터 시작된 건강한 자비
심이 타인에게로 향하고, 자신과 관계 없는 존재, 원한 있는 존재에까지 
이르게 함으로써 자애를 통한 마음의 확장과 선정(禪定)에 도달하도록 한
다(김재성, 2015). 이러한 자애명상의 이득으로는, 편안하게 잠들고 깨고, 
악몽을 꾸지 않으며, 사람들이나 사람 아닌 존재들로부터 사랑받고, 마음
이 쉽게 선정에 들며, 안색이 맑아지고, 어리석지 않은 채 죽고, 범천(梵
天)의 세상에 태어날 수 있다는 점이 열거된다(운월,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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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승불교의 입장을 살펴보면, 티벳의 Shantideva는 『입보리행론(入菩
提行論)』에서 “자기 자신과 타인을 똑같이 속히 구제하고자 하는 이는 가
장 심오한 비밀을 닦아야 한다. 그 비밀이란 바로 자타치환(自他置換)이
다.”라고 설한 바 있다(이영석, 2014). Shantideva는 자타의 구별없이 자
비심에 의해 모든 살아있는 생명을 구제하는 것이 보리심(깨달음)을 추구
하는 이유라고 설하며, 그 근거를 무아에 둔다. 고통의 주체는 본래 존재
하지 않기 때문에 세속의 입장에서는 자타의 고통이 구별되지만, 승의(勝
義, 깨달음의 세계)의 입장에서는 자타의 구별이 없다는 것이다(이영석, 
2014). 

대승불교에서는 자기로부터 시작하는 초기 불교의 자비와는 달리,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리이타의 개념으로, 자타불이와 자타치환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자타평등, 자타치환의 수행은 다음의 다섯 단계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 첫째, 자타가 평등함을 인식하는 것이고, 둘째, 자신만을 
사랑하는 마음의 과실에 대해 수념(隨念, anussati, 계속해서 마음에 떠올
리며 새기는 것)하는 것이며, 셋째,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의 복덕에 대해 
수념한 후, 넷째로 자타치환의 실제적 수습으로 나아가며, 마지막으로 주
고받음의 수습으로써 실제 수행이 구현된다. 이를 풀이해보면, 이기적인 
마음을 가졌을 때의 불이익과, 자의식을 다른 이의 의식으로 치환할 때의 
이익에 대해 수습하게 함으로써 이기적인 아집을 멀리하고 이타적인 태도
를 함양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타치환의 수행을 위해서는 먼저 자
타일치의 수습이 선행되어야 한다. 내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행복하고
자 바라는 만큼 남들도 그러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김치환, 2006).

이를 전제로 이타적인 태도를 함양하고 변화하기 위해서 티벳 불교의 
로종(lojong, mind training) 전통에서는 통렌(tonlen)이라 불리는 ‘주고 
받음의 관상법’을 제시하고 있다. 통렌이란 상대의 고통을 자신의 호흡과 
함께 들이마시고, 날숨과 함께 상대에게 안락과 자비의 마음을 보내주는 
것을 말한다. 이는 타인의 고통을 자신 안으로 빨아들여 자비로 승화시키
는 매우 높은 차원의 적극적인 자비의 수행법이다. 통렌 수행에 앞서, 로
종 전통에 따라 확고한 자타치환을 인지적으로 수습하고, 타인의 고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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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거나 압도되지 않는 선정을 획득하여야 한다는 것이 강조된다(김치
환, 2006). 

불교의 자비는 자타의 구분이 없다는 믿음에서 더 나아가는데, 이는 삼
연자비(三緣慈悲)라는 개념으로 확장된다. 첫 번째 중생연(衆生緣) 자비는 
일반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자비로서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
게도 자비를 베푸는 것이고, 두 번째 법연(法緣) 자비는 자타가 공(空)하다
는 것을 깨달은 성자(聖者)가 일으키는 자비이다. 마지막으로 무연(無緣) 
자비란, 모든 분별을 떠난 붓다가 일으킬 수 있는 자비로, 모든 대상을 향
한 차별없는 자비이며, 이는 대자대비(大慈大悲)라고도 한다. 이 중, 실제
로 다른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무연자비, 즉 붓다의 대자대
비의 경우에만 국한된 것으로 본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비달마
대비바사론(阿毗達磨大毗婆沙論)에서도 “비는 단지 슬퍼할 뿐 구제할 수 
없지만, 대비는 슬퍼하면서 구제할 수 있다”고 기술되어있다(차상엽, 
2015). 번뇌에 기반한 범부의 자비는 타인에게 진정한 구제책으로서 기능
하지 못한다는 점 또한 자비의 실천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대목이라 하겠
다. 

자비의 실천에 있어 가장 중요한 태도로서, 불교에서는 살아있는 모든 
존재에 대한 폭력을 거두는 불살생(不殺生)의 측면이 강조된다. 초기불교 
경전인 숫타니파타(Suttanipāta)의 「담미카경(Dhammika Sutta)」에서 
붓다는 재가자에게 첫 번째 계율을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스스로 생명을 죽이지도 말고, 남을 시켜서 죽이지도 말라. 그리고 죽이는 
것을 용인하지도 말라. 그것이 약한 것이건 강한 것이건 살아있는 이 모든 
존재자에 대한 폭력을 거두어야 한다.

법장(法藏)은 『범망경보살계본소(梵網經菩薩戒本疏)』에서 『범망경』의 십
중계(十重戒) 가운데 불살계(不殺戒)를 첫 번째 계목으로 제정한 뜻을 다
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살생은 보살로서 대비심(大悲心)을 어기게 되는 
것이며, 일체의 중생이 불성을 지니고 있기에 해칠 수 없다는 것이다(김치
온,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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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에서는 사섭법(四攝法)이라는 자비의 실천 양상을 제시하는데, 중생
이 필요로 하는 재물이나 음식 등을 주는 보시섭(報施攝), 부드러운 말로 
상대에게 위안과 지지를 해주는 애어섭(愛語攝), 실제로 타인에게 이득이
나 도움을 주는 행동을 실천하는 이행섭(移行攝), 고통에 처한 이와 함께 
하면서 고통을 제거하고 지혜를 주며 교화하는 동사섭(同事攝)의 측면이 
포함된다. 

불교에서는 위와 같은 실천행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 보시를 행하는 
것보다 진정한 자비의 마음을 내는 것이 한량없는 공덕을 지닌다고 본다. 
즉, 사무량심을 선정 중에 닦으며 중생에게 한량없는 자비희사(慈悲喜捨)
의 마음을 보내는 공덕이 무량한 재물을 보시하는 것보다 더 귀한 행위로 
여겨진다는 것이다(김재성, 2015). 보시와 같이 눈에 보이는 실천 행동보
다 보이지 않는 자비의 염원을 갖는 것을 더 진정한 공덕으로 여긴다는 
점은 숙고할만한 대목이라 하겠다. 눈에 보이는 행동의 이면의 동기는 이
타적일 수도 이기적일 수도 있지만, 진실한 염원으로서의 자비라면 이기적
일 수 없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내 자신이 귀하고 사랑스럽듯 고통에 처한 사람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며, 고통받는 타인과 내가 둘이 아니라는 깨달음의 확고한 기
반에서 자비가 출발한다고 본다(이중표, 2005). 보살은 이와 같은 자타불
이(自他不二)의 관점에서 타인과 자신을 한 몸처럼 여기는 동체대비(同體
大悲)를 실현하는 존재로 그려진다. 불교의 입장에서 진정한 자비란 자비
를 베푸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둘이 아니라는 믿음에서 비롯된다. 자비란 
고정불변의 자아가 개별적으로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무아(無我)와 연기
(緣起)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이해로부터 출발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상으로, 불교적 전통의 자비는 어떠한 개념이고 어떻게 구현되는지 
간략히 살펴보았다. 불교적 바탕에서의 진정한 자비란 개인의 의식 수준이 
자타의 분별을 초월할만큼 발달된 상태라야 가능한 것이라는 전제를 지닌
다. 불교적 입장과 달리 일상적인 범주 내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비를 다
루고 있는 심리학 연구에서는 자비가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 9 -

자비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

 앞서 동양의 불교에서 자비의 정의와 특성을 살펴보았다. 최근 심리학
계에서도 불교의 마음챙김과 더불어 자비와 자기자비, 자비명상 등이 상당
한 관심 속에 연구되고 있는데, 심리학에서 자비란 어떻게 정의되고 적용
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자비의 심리학적 정의 

서양에서 자비, 연민에 해당하는 단어인 compassion은 ‘고통받다, 견
디다, 체험하다’는 의미의 라틴어 paitiri, 그리스어 pathein과 com(함께)
이 결합되어 ‘다른 사람과 함께 [어떤 일을] 견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셈족의 언어에서 compassion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rahamanut, 아랍어 rahman이라는 단어는 rehem/RHM이라는 어근에서 
비롯되는데, 이는 자궁이라는 의미로 compassion이 모성과 연관된 따뜻
한 정서라는 것을 의미한다(Armstrong, 2012).

자비가 개별 정서인지, 아니면 더 복합적인 과정이 포함된 심리적 속성
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견이 있다. Ekman(2003)은 자
비가 개별 정서라기보다는 인간의 역량(capacity)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
며, 가치나 태도에 가깝다고 보았다. 즉, 단순히 자발적인 상태가 아닌 학
습과 사회화를 필요로 하는 복합적이고 인지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태도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것이다(Ekman, 2003; Goetz, 2008). 또한, 자비
를 타인의 고통에 대한 관심을 느낄 때 경험하는 정서이며, 타인의 안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욕구로서 정서이면서 동기적 상태(Baumeister & 
Vohs, 2007), 자신과 타인의 고통에 비방어적, 비판단적인 개방적인 상태
로서, 고통에 대한 인지적 이해와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동기와 행동
(Gilbert, 2005)으로 보는 연구자들은 자비를 정서와 동기, 행동, 인지의 다
양한 요소가 결합된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한편, Goetz, 
Keltner와 Simon-Thomas(2010)는 자비를 타인의 고통을 목격했을 때 일



- 10 -

어나는 느낌으로서 돕고자 하는 욕구를 동기화시키는 정서로 정의하며, 자
비를 개별 정서로 간주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 외에도 타인의 고통에 대한 대리적 정서 경험(Cialdini, Brown, 
Lewis, Luce, & Neuberg, 1997; Cialdini, Schaller, Houlihan, Arps, 
Fultz, & Beaman, 1987; Hoffman, 1981)이자 이타적 사랑, 인간애의 
한 형태(Post, 2002; Sprecher & Fehr, 2005)로 보는 견해도 있으며, 진
화적 관점에서는 협력적 유대를 증진시킴으로써 종의 번영을 돕는 진화적 
산물(Darwin, 1872/1965)이자 취약한 자녀의 고통과 욕구에 반응하기 위
한 돌봄-제공체계(care-giving system)의 일부(Bowlby, 1969; Keltner, 
Haidt, & Shiota, 2006; Wilson & Sober, 1998)로 보는 견해도 존재한
다. 

Strauss 등(2016)은 기존의 자비에 대한 구성개념들이 자비의 전체 내
용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자비의 정의에 다음의 5가지 구
성요인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첫째, 고통에 대한 인식, 둘
째, 인간 경험에 있어 고통의 보편성에 대한 이해, 셋째,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공감과 고통과의 연결, 넷째, 고통받는 사람을 만났을 때, 불편한 감
정을 감내함으로써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고통받는 이를 수용하기, 
다섯째, 고통을 경감시켜주고자 하는 동기와 행동이다. 이처럼 심리학에서 
자비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에 기반하여 그 고통을 감내함으로써 수
용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고통을 제거해주려는 이타적 행동으로의 이행을 
포함하는 태도로 포괄적으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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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념과의 비교 

자비와 혼동하기 쉬운 슬픔, 사랑, 동정, 정서전염, 공감, 친사회적 행
동과 같은 유사한 개념들과의 변별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자비의 개념에 
대해 보다 명확히 살펴보기로 하겠다(표 1).  

먼저 사랑은 친밀감에 대한 욕구, 가까워지고자 하는 욕구에 기반하고, 
자비와 달리 고통 받는 사람이 전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슬픔은 타인의 고통이 아닌 자신의 상실에 대해 초점을 둔
다는 면에서, 그리고 고통받는 타인을 향한 도움이 아닌 자기보호와 자기
반성을 위해 개인을 철수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면에서 다르다. 동정이나 
연민은 고통받는 대상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보이는데 그 정서 상태와 동
일시되어 함께 무력해질 수 있다는 면에서 자비와는 또 다른 태도이다. 또
한 동정은 그 안에 우월감을 포함할 수 있다는 면에서 자비와는 뚜렷이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동정이 고통받는 사람과 자신을 구분되고 
다른 사람이라고 보는 반면, 자비는 자신과 고통받는 사람 사이의 구분은 
유지되지만, 그 고통에 경계를 짓지 않고 보편적 인간애를 경험하게 한다
는 면에서도 다르다(Pommier, 2010). 

정서전염은 타인의 정서 상태와 자신의 상태가 일치하지만, 자신의 정
서 상태의 근원이 타인의 정서상태였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공감과 구분된다. 또한 정서전염 상태에서 이타적 동기로 나아갈 수도 있
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자비와도 구분된다. 또한, 친사회적 
행동이나 이타주의는 타자에 대한 공감적 정서를 반드시 동반하지는 않으
며, 이타적 동기에서 비롯될 수도, 이기적 동기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자비와 구분해서 보아야 할 점이라고 하겠다(Goetz, 2008; 
Preston & de Waal, 2002). 

심리학 연구에서는 자비가 주목받기 이전, 공감(empathy)에 대한 많은 
선행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 Rogers(1961)에 따르면 공감이란 ‘내담자의 
세계를 마치 그 안에 들어가서 보는 것처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내담자
의 세계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감지하는 것’을 말한다. 공감은 인지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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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과 정서적 공감으로 나뉠 수 있는데, 조망수용(perspective taking)과 
같은 인지적 이해와 공감적 관심(empathic concern)과 같은 정서적 측면
으로 구성된다(Batson, 1999). 

용어 정의 주체와 객체 
상의 구분

정서상태
일치 여부 행동경향성

자비
compassion

고통받고 있는 
대상의 고통을 

경감시켜주고자 함
유지됨

공감적이되
상대의 고통과 

동일시하지 않음 

접근행동(위안, 
위로) 및 도움 
행동을 유발 

슬픔
sadness 

돌이킬 수 없는 
상실에 대한 정서 

반응 
유지됨 경우에 따라 

다름

자신에게로 
철수,

회피행동 유발 

사랑 
love

소중한 대상을 향한 
친밀감과 돌봄의 

정서 
유지됨 경우에 따라 

다름 

친밀감을 
증대시키기 위한 
접근행동 유발

동정 
sympathy 

pity

객체의 상태보다는 
상황에 초점을 맞춘  

염려의 마음
유지됨 불일치 경우에 따라 다름

정서전염
emotional 
contagion

객체의 상태에 대한 
지각으로 인해 발생한 

주체의 정서 상태
사라짐 일치 도움행동으로 

이행하지 않음

공감 
empathy

객체의 상태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발생한 
주체의 정서적 변화

유지됨 적어도 표상 
수준에서는 일치함

유사성, 친숙성 
등에 따라 달라짐

친사회적
행동

prosocial  
behaviors

객체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취해진 

행동

대부분 
유지됨 불필요함 도움행동으로 

이행함

표 1. 자비와 유사한 개념과의 비교 (Goetz, 2008에서 수정 및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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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서적 공감이 상대에 대한 공감적 염려와 관심, 이타적 행동으
로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Eisenberg, 2000a; Eisenberg, 
Valiente, & Champion, 2004; Hoffman, 2000), 공감의 과잉각성 상태
가 되면 타인의 고통을 관찰하던 이는 오히려 공감적 분위기에서 완전히 
빠져나가게 되기도 한다(Hoffman, 2000). 즉, 다른 사람의 정서 표현으로 
인해 유발된 정서적 각성의 수준이 지나칠 경우 고통을 유발하기도 한다
는 것인데(Eisenberg & Eggum, 2009), 정신건강 및 간호 관련 종사자들
에게 있어 직업적 소진 및 대리적(vicarious), 이차적 외상, 공감피로
(compassion fatigue) 등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측면을 다루고 있다
(Figley, 1995; McCann & Pearlman, 1990). 

한편, 공감과 자비가 서로 다른 두뇌 네트워크를 따른다는 연구도 진행
된 바 있다. 공감훈련은 부정 정서 및 통증과 관련된 두뇌 회로를 활성화
하는 반면, 자비훈련은 긍정 정서를 강화하고, 협력과 보상과 관련된 네트
워크를 활성화함으로써 공감으로 인한 부정 정서의 효과를 반전시킨다는 
결과도 제시된다. 즉, 자비는 공감으로 인한 소진을 예방하는 강력한 전략
이자, 스트레스와 소진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Singer & Klimecky, 2014). 

자비의 치료적 효과

Luks(1988)는 도움을 베푼 사람들의 50%는 매우 기분이 좋다고 응답
했고, 43%는 활기와 에너지가 느껴진다고 응답했으며, 13%는 통증과 고
통이 줄어드는 경험을 했다고 보고하였다. 그는 이렇듯 남을 돕고 난 후 
오랫동안 지속되는 심리적 포만감을 helper's high라고 이름붙인 바 있
다. 

직접적인 도움행동을 했을 때뿐만 아니라, 자비명상(compassion 
meditation)을 통한 간접적인 자비를 실행했을 때에도 유사한 결과들이 
도출되었다. fMRI연구에서 티벳 승려들의 뇌는 긍정적 감정과 연관된 왼
쪽 전전두피질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부정적 감정과 연관이 있는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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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두피질의 활동성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Davidson, 2005). 또한 단시
간의 자비명상 수행만으로도 자율신경 반응과 편도체 활동에 변화가 보고되
었다(Coan, Schaefer, & Davidson, 2006; Lutz et al., 2008b). 일반 성
인 대상 연구에서도 동정심을 유발하는 영화를 보는 동안 혈압이 감소하였
고, 동정과 자비에 대한 자기보고는 혈압 감소와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었다
(Eisenberg, Fabes, Schaller, Carlo & Miller, 1991). 또한 자애명상
(loving-kindness meditation)은 자기자비를 강화시키며(Shapiro et al., 2005, 
2007), 자애명상 훈련자들의 긍정정서 및 개인적 자원이 그 후 한번도 명
상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까지 15개월 이후에도 지속되었다는 결과 또
한 주목할만한 것이라 하겠다(Johnson et al., 2009).

이 외에도 자비명상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능력 및 회복력을 증가시
켰으며(Fredrickson, Mancuso, Branigan, & Tugade, 2000), 실패, 거
부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완충하는 효과(Leary, Tate, Adams, Allen & 
Hancock, 2007)를 보였다. 또한, 면역 기능의 강화(Rein, Atkinson, & 
McCraty, 1995), 스트레스 유발 인자인 인터류킨-6의 물질을 낮춤으로써 
신체적 건강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ace et al., 2009: 조현주, 
2014에서 재인용). 또한 자비명상은 친사회적 능력을 배양하는 것에도 효
과를 보였다. 자비명상은 대인관계 신뢰와 사회적 연결감을 증대시키고
(Dunn & Schweitzer, 2005; Hutcherson et al., 2008; Johnson & 
Fredrickson, 2005), 집단 내 편견을 감소시켰다는 결과들이 보고되었다
(Kang, Gray & Dovidio, 2014). 

국내 연구에서도 자비명상 훈련은 지각된 스트레스와 부적 정서를 줄이
고(왕인순, 조옥경, 2011) 삶의 질과 이타 행동 수준을 증가시켰으며(김완
석 등 2014; 이성준, 2015; 장지현, 김완석, 2014), 초보 상담자들의 심리
적 소진을 감소시켰다는 효과들이 보고된 바 있다(조현주, 노지애, 이현애, 
정성진, 현명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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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비의 치료적 효과

Neff(2003a)가 상좌부 전통과 불교 문헌을 기초로 자기자비(self- 
compassion)라는 심리학적 구성개념을 도출한 이래로, 자기자비와 관련된 
다양한 심리학적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자기자비는 자기친절(self-kindness), 
인간 보편성(common humanity), 마음챙김(mindfulness)을 포함하는 개
념으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친절한 태도와 세상의 모든 대상을 향한 따뜻
하고 너그러운 마음이며(조현주, 현명호, 2011; Germer, 2009), 인간이 
나약하고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에 공감하고 자신을 보살
피고 누군가의 고통에 대해 내면의 사랑과 친절을 보내는 수용적인 태도
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Neff & Lamb, 2009). 

자기자비는 반추, 분노, 파국화 등 부정적 감정 변인들과는 부적 상관
을 보였고 행복, 낙관성, 긍정 감정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조용래, 
2012; 조현주, 현명호, 2011), 자기자비를 통제하였을 때 자존감의 역할은 
통계적 유의성이 줄어들었다(박세란, 이훈진, 2015). 조용래와 노상선
(2011), Leary 등(2007)은 자기자비 유도의 조건이 자존감 유도 조건에 
비해 슬픔, 분노, 불안수준을 유의하게 감소시킴을 확인하였다. 김한주
(2011)는 자기애적 성향이 타인에 대한 공격성에 있어서 보다 확고한 위
험 요인이었던 반면에, 자기자비 성향은 자존감과 공격성 관계를 부적으로 
중재하는 공격성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함을 밝혔다. 또한, 자기자비는 
자신의 부족함을 생각할 때 일어나는 감정 갈등을 완충하는 역할을 한 반
면, 자존감은 긍정적 자기평가에 더 의존하였고 완충 역할을 하지 못하였
다(Neff, Kirkpatrick, & Rude, 2007). 

자기자비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파트너를 더 
행복하게 해주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를 해석하기를 자기자비가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를 타인
을 통해 충족시키려는 경향이 적기 때문일 수 있다고 보았다(Seppala et 
al., 2017). 또한 자애명상(loving-kindness meditation)은 자기자비를 강
화시키며(Shapiro et al., 2005, 2007), 자기자비는 스트레스, 우울,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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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을 감소시키고,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켰다는 치료 효과들이 다수 보고
되고 있다(Neff et al., 2005, 2007; Shapiro et al., 2005, 2007). 

한편, 자애명상이 자기자비를 증가시키고 자기자비가 타인을 향한 우호
적인 태도를 증가시켰다는 결과와 달리, 타인자비와 자기자비의 상관이 유
의미하지 않았다는 결과도 제시된다(Pommier, 2011). 자기자비와 타인자
비의 관계가 상호보완적인 것인지,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발달시키는 것이 
개인의 심리적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충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기자비가 불교의 자비의 핵심인 타인
의 고통과 괴로움에 대한 공감적 경험과 이러한 공감이 동인이 되어 나타
나는 이타적 욕구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김
완석, 신강현, 2014). 뿐만 아니라 Neff(2003a)와 조현주(2014)도 자기자
비의 개념이 불교의 무아 철학과 위배되어 개념상의 혼란을 제기하였다는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자비 함양 프로그램의 개관

다음에서는 각각의 자비 함양 프로그램의 프로토콜 및 권선아(2019)의 
박사학위 논문을 참고하여 서양에서 개발된 자비 함양 프로그램들을 개관 
및 요약하였다. 

자비중심치료(Compassion Focused Therapy, CFT)
Gilbert(2005)는 학대나 방치, 정서적 결핍과 같은 양육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높은 수준의 수치심과 자기비난을 가지기가 쉽고, 이들은 스스로
에게 자비롭고 친절한 태도를 갖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들은 삶에
서 자비를 거의 경험하지 못했고 스스로가 자비로워지는 것도, 남에게서 자
비를 받는 것도 두려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들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
으로 개발된 것이 CFT(Compassion Focused Therapy)이다. CFT는 불교 철
학뿐만 아니라 애착 이론, 진화론, 신경과학 및 신경생리학, 사회심리학을 통합
하는 생물심리사회적(biopsychosocial science)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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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T는 신경생리학에 기반하여 인간의 기본적인 3가지 정서조절체계를 
설명한다. 첫째, ‘위협 및 자기보호 시스템(threat and self-protection 
system)’이다. 인간이 위협에 대응하는 다양한 전략으로는 응전(fight), 도
주(flight), 얼어붙음(freeze), 굴복(submission) 등이 있다. CFT에서는 내
담자들이 자신의 증상이 삶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보호 전략이었음을 
이해하게 함으로써, 스스로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을 멈출 수 있도록 돕
는다. 두 번째, ‘추동, 자원 추구 및 흥분 체계(drive, resource-seeking 
and excitement system)’이다. 이는 삶의 중요한 욕구를 향해 동기부여
하고 성취하게 하는 체계로 도파민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쟁에서 이기
거나 시험에서 통과했을 때 흥분되고 즐거움을 느끼는 것과 관련된 체계
이나, 이러한 목표에서 좌절되는 경우 좌절과 분노, 불안을 유발하게 된
다. 세 번째는 ‘만족, 위안, 안전 체계(contentment, soothing and 
safeness system)’로서 위협에 대응하거나 성취할 필요가 없을 때 즉, 어
떤 것도 원하거나 구하지 않는 상태이다. 인간은 이러한 상태일 때 내면의 
평온함을 느끼고 다른 존재와 깊이 연결될 수 있다. 만족 체계는 애착 행
동의 진화와 함께 발전되어 왔으며, 돌봄의 행위가 이 체계를 촉발시킨다. 
엔돌핀, 옥시토신과 같은 호르몬과 관련되어 있으며, 포유류가 서로 상호
작용하고 친밀한 관계에 참여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CFT에서는 자비로운 마음 훈련(Compassionate Mind Training, 
CMT)이 필수적인 개입으로 포함된다. CMT에는 자신과 타인을 돌보려고 
하는 동기를 계발하는 것, 자기와 타자의 괴로움에 민감한 감수성을 지니
는 것, 돌봄을 주는 대상과 거리를 두지 않는 동감(sympathy), 고통감내
력(distress tolerance), 공감과 비판단의 요소들이 포함된다.

마음챙김 자기자비(Mindful Self-Compassion, MSC)
MSC는 Neff와 Germer(2012)가 자기자비를 함양하기 위해 만든 프로

그램으로, 마음챙김과 자기자비의 훈련을 통해 자기를 발견하고 변화시키
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매회기 3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분의 명상 
실습과 토론, 8회기 각각의 주제가 소개된다. 8주 중 중반에는 반나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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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수행이 포함되며, 참여자들은 최소 30분 이상 꾸준히 수행할 것이 
권장된다. 

8회기 각각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1회기 자기자비의 발견, 2회기 마음
챙김의 계발, 3회기 자애명상, 4회기 자비로운 목소리의 내면화, 5회기 고
통 속에 담긴 의미를 발견하기, 6회기 힘든 감정 다루기, 7회기 불편한 관
계 탐색하기, 마지막 8회기에는 삶을 끌어안기로 마무리한다. MSC는 다
양한 명상법과 일상에서의 자기자비 수행을 통해 각자에게 맞는 방식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친절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특색을 지닌다
(Neff & Germer, 2014). 

인지적 자비 훈련(Cognitively-Based Compassion Training, CBCT)
2005년 Emory 대학교의 연구팀은 당시 Emory 대학 내의 우울증과 

자살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서 CBCT를 고안하였다. CBCT에서는 기존의 
마음챙김 기반 프로그램이 주목하지 않았던 티벳 불교의 로종과 람림 전
통의 분석적인 명상에 기반한 프로그램이다. CBCT는 고통의 근본 원인이 
자기중심적인 태도에 있다고 보고, 타자와의 연결을 가로막는 자기중심성
으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을 치유할 해독제로서 분석적인 명상을 활용한다
(Negi, 2009). 

CBCT는 6개의 모듈로 이루어져 있다. 모듈 1은 주의와 정신적 안정의 
계발, 모듈 2는 정신적 경험의 본성에 대한 통찰이다. 모듈 3의 주제인 자
기자비의 계발은 일반적인 자기자비와는 양상이 사뭇 다르다. CBCT에서 
지칭하는 자기자비란, 출리심(出離心) 즉, 파괴적인 감정과 생각들로부터 
벗어나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나겠다는 결심을 말
한다. 다음으로 모듈 4에서는 평정심의 계발, 즉 치우치지 않는 마음
(impartiality)으로 고통의 보편성을 자각하고, 타자를 향한 편향없는 고른 
자비를 계발하도록 한다. 모듈 5는 다른 이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감사를 
계발하는 것으로, 상호연결과 연기라는 큰 틀에서 모든 존재들을 깊이 인
식하고 감사를 느끼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마지막 모듈 6에서는 모든 이들
이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열망하는 발원하는 자비로부터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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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는 자비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Negi, 2016). 

자비함양훈련(Compassion Cultivation Training, CCT)
CCT는 Stanford 대학교의 자비와 이타주의 연구 교육센터(Center for 

Compassion and Altruism Research and Education, CCARE)에서 개
발되었다. CCT는 CBCT와 유사하게 티벳 전통의 람림과 로종 수행에 바
탕을 두고 신경과학, 임상심리학의 연구 결과들을 통합하여 고안되었다. 
CCT는 특별히 의식적으로 의도(intention)를 세우는 것을 강조하여, 매 
회기를 의도 세우기와 함께 시작한다. CCT에서는 의도를 세우고 동기를 
점검하는 티벳 불교 전통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깊은 염원을 재확인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지향해나갈 수 있게 한
다고 본다. 두 번째로는 회향(dedication)을 강조한다. 하루를 끝내거나 
명상을 마무리할 때 자신의 의도에 비추어 경험을 성찰하게 하는 것이다
(Jinpa, 2016; Jinpa & Weiss, 2013). 

CCT는 8주간 2시간씩 단계별로 진행되는데, 각 단계는 가이드가 있는 
명상과 토론, 실습이 포함된다. 또한 매일 15-30분 가량 일상적인 명상과 
‘세상에서의 수행’이 강조된다. 1단계는 마음의 안정과 주의, 2단계는 사
랑하는 사람을 위한 자애와 자비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 불교의 자애명상
은 자기로부터 시작되지만, 서양에서는 자기로부터의 시작이 오히려 걸림
돌이 된다는 판단하에 순서를 바꾸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한다. 3
단계는 자신을 위한 자애와 자기자비, 4단계는 타자를 향한 자비 토대 구
축이다. 4단계에서는 모든 인간이 고통을 피하고 행복을 원하는 존재라는 
공유된 인간보편성에 대한 이해가 수반된다. 또한 자기와 타자의 연기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타인이 베풀어준 친절을 기억하는 것을 강조한다. 5단
계는 타자를 향한 자비 계발이다. 여기에서는 모든 존재를 향해 자비를 확
장하는 훈련을 포함한다. 6단계는 능동적인 자비 수행으로, 통렌 수행을 
응용한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자신에게 능동적으로 가져오는 것을 
상상하고, 자신에게 이로운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을 상상하
는 과정을 포함한다. 호흡과 함께 고통받는 상대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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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머물며 숨을 내쉴 때 자애와 자비를 보내는 것을 훈련한다(Jinpa, 
2016). 

리소스 프로그램 (ReSource)
독일의 Max Flank 연구소의 Singer(2012)와 동료 연구자들이 개발한 

ReSource 프로그램은 여타의 프로그램이 8주의 기간을 상정하는 것과 달
리 9개월의 장기 수행을 기본으로 한 연구이다. 300명이 넘는 인원이 참
가하였고, 17명의 전문 수행 지도자가 수행 과정을 지도한 대규모 프로젝
트이다. 또한 90여 개의 측정도구(설문, 행동실험, 생리적 진단, 신경 영
상) 등을 사용하여 참여자들의 변화를 다각도로 조사하였다. 

ReSource는 심리학과 신경과학의 관점에 기반하여 우리 안에 이미 자
비로운 자질과 성향이 있으며, 자비를 함양한다는 것은 우리 안의 본성에 
다가갈 수 있는 과정을 개발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취한다. ReSource 프
로젝트는 전체 39주의 기간 동안 현존(prescence), 정동(affect), 관점
(perspective)의 세 영역을 각 13주마다 연속하여 다루게 된다. 현존은 현
재 순간의 경험으로 향하고 그것과 함께 머무는 능력으로, 주의력을 개발
하는 것과 내수용성 자각을 핵심으로 한다. 정동은 돌봄, 자비, 감사와 같
은 친사회적 동기와 행동을 일으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관점의 모듈은 
상위인지(meta-cognition)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조망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자기 중심적 편향을 극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자비와 상호의존성

불교는 자신과 모든 중생이 상호인과적 관계 속에 있음을 강조한다. 이
러한 맥락에서 자비란 자신에게 혹은 타인에게만 이로운 것이 아니라 자
타가 불가분의 상호의존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태도로 받아들
여진다. 상호연결성, 상호의존성에 대한 통찰은 심리학계 내에서도 정서전
염(emotional contagion)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점점 더 주목받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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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전염이란 다른 사람의 표정이나 목소리, 자세, 움직임을 자동적으
로 모방하고 동조함으로써 그 사람이 느끼는 것과 유사한 정서를 느끼게 
되는 경향성(Hatfield, Cacioppo, & Rapson, 1994), 인지적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은 자동적인 정서전이 과정(Hess & Blairy, 2001)으로 정의된
다. 신생아의 울음 전염 현상(Martin & Clark, 1982)과 같이 원시적인 형
태의 정서전염은 발달상의 매우 초기에 일어나지만, 타인과 자신을 구분하
고, 보다 성숙한 공감적 태도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발달 과정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다(강준, 2012; Baron-Cohen & Wheelwright, 2004). 

공감 및 정서전염에 대한 다양한 신경학적 발견들은, 개인이 경험하는 
정서가 타인에게 비의식적, 자동적 기제를 통해 자동적으로 전달될 수 있
다는 것을 입증해왔다. 타인의 표정뿐 아니라 인간의 형태를 한 기호들의 
움직임조차도 개인의 정서를 점화할 수 있으며(강준, 2005). 더 나아가 개
인 대 개인 뿐 아니라 심지어 집단적인 정동확산(affect diffusion)도 가능
하다는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다(Peters & Kashima, 2015).

정서가 확산(전파)될 수 있다면, 우리의 정서 상태는 많은 이들이 생각
하는 것만큼 더 이상 개인의 것이라고 할 수만은 없을 것이며, 이는 우리 
자신이 타인과 뚜렷이 구분되는 존재가 아님을 증명하는 지표라고 주장되
기도 한다(Peters & Kashima, 2015). 이는 독립적이고 상주(常住)하는 자
아를 부정하는 불교의 무아(無我)에 대한 관점과도 일치하는 견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개인이 끊임없이 타인과 정서적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의존
적, 상호연결적 존재라는 인식은 인간이 독립적 개체이며, 개인의 내적 경
험은 개인의 심리적 소인으로부터 주로 비롯된다는 단일인과적, 개체중심
적인 전제를 반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통이라는 
정서적 영향을 주고받는 자비 체험에 있어서 자기와 타자 간의 정서전염
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주목해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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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최근 낮은 자아 상태(hypo-egoic state)에 대한 심리학적 관심이 증대
되고 있다(Brown & Leary, 2017). 정신분석을 위시한 서구 심리학과 심
리치료에서 강조하였던 자아의 강화로부터, 낮은 자아 상태를 지향하는 흐
름으로의 변환은 ‘자기’를 우선시하는 태도(Me-First-Mindset)로부터 ‘우
리’를 우선시하는 태도(We-First-Mindset)로의 전환이라 할 수 있다. 낮은 
자아 상태의 효용을 주장하는 학자들과 앞서 살펴본 CBCT, CCT, 
ReSource와 같은 자비 함양 프로그램들에서도 자기중심적 상태를 벗어나
는 것이 심리적 기능과 건강에 다양한 효능을 미친다고 강조한다(Jinpa, 
2016; Negi, 2013; Singer, 2012). 자아의 높은 성벽 속에서 고립되어 있
는 현대인들의 뿌리 깊은 단절과 소외, 나아가 차별과 폭력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 대안을 자비를 통한 자기중심성의 극복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자기몰입과 자비의 관계를 체험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자비라는 과정에서 한 개인의 고통이 다른 개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살펴본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진정한 자비라 할 
수 있는 태도가 갖추어야 할 측면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연구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자기와 타자의 상호의존적 관계라는 맥락 속에서, 정서전염을 
자비와 연결하여 살펴보려는 시도 또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비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과 그 치료적 기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련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연구 1에서는 자비 체험의 본질을 
탐구하고, 자비를 체험하는 과정에서 정서전염과 같은 현상들이 어떻게 일
어나고, 그 안에서 자기와 타자의 관계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리고 진정
한 자비란 어떤 태도인지에 대해 실제 삶의 체험 속에서 살펴보기 위해 
자비를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해석학적 현상학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 2에서는 정서전염의 과정 속에서 자비로 나아가는 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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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부적응적 자기몰입이 자비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정서전염에 대해 알아차리고 분리할 수 있
는 마음챙김이 타인의 고통에 대한 부정 정서전염 속에서 자비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매개 역할을 하는지 경험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자기몰입에서 벗어나 자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어
떠한 기제가 필요할지에 대해 탐색하기 위해 ‘체험적 탈자기참조적 과정
(Experiential Selfless Processing)’에 대해 주목하였다. 상호의존적 발생
이라는 불교의 연기적 세계관에 입각한 무아(無我) 철학은 아직까지 관념
적 접근에 머물러 있다(Hadash et al., 2016). 이를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초기 단계이며, 이를 심리치료적 
개입으로 활용한 시도 또한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연구 3에서는 불필요
한 자기몰입적 조망과 오해석을 벗어나는 체험적 탈자기참조적 과정 처치
를 포함한 자비조망 훈련을 교육하고, 이를 일상에서 불편감을 느낄 때마
다 적용하게 함으로써, 자기몰입과 불안의 감소 효과 및 자비 증진 효과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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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1. 자비 체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연구 1에서는 자비 체험을 현상학적으로 탐구함으로써, 진정한 자비란 
무엇인지, 어떻게 함양하고,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
였다. 또한 고통받는 타인 앞에서 자비를 체험하는 과정 중에 정서전염과 
같은 현상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그 안에서 자기와 타자는 상호적으로 어
떤 관계를 맺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자비를 저해하고 촉진하는 요
소들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자비를 함양하는 개입에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
였다. 또한, 진정한 자비와 유사 자비(pseudo-compassion)의 양상이 섞
여 있을 수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들(하현주, 2018; Berofsky, 2012; 
Oakley et al., 2012)에 따라 실제로 자비를 실천하고 있는 현장에서 이
러한 양상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구분하고, 이를 통해 진정한 자비의 본질
에 대해 모색하고자 하였다. 

Freud와 동시대의 초기 정신분석가들 사이에서 자비는 잔인함과 무자
비한 본능에 대한 반동형성(reaction formation)으로 간주되기도 했다
(Gilbert, 2015). 실제로 모든 자비를 반동형성으로 개념화하는 것에는 무
리가 있지만, 잔인하거나 인색한 자기의 모습을 견딜 수 없는 신경증적인 
사람들은 이를 부인하고 억압하면서 오히려 친절하거나 베푸는 태도로 반
동형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측면들이 드
러나지 않도록 강박적으로 남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 시달리며 과잉보상
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은 그 개인에게도 무의식적이기 때문에 의도적이
기보다는 자각되지 않은 채로 행해진다(Berofsky, 2012). 

위와 같은 동기에서 비롯된 자비는 표면적으로는 타인을 도우려는 
양상으로 나타나지만 그 바탕에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정확한 공감의 
결핍과 몰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는 다시 부적절한 도움행동으로 이어
져서 나에게도 타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 
Berofsky(2012)는 진정한 이타주의가 아닌 병리적 이타주의의 유형의 특
징으로 강박성과 파괴성, 자신의 동기에 대한 무지를 거론한 바 있다.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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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이타주의자들에게 있어 이타적 의도는 자기중심적 동기를 의식하지 
못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자신의 파괴적 욕구를 감추기 위해 타인을 강
박적으로 돕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강박적으로 남을 돕는 자기희생적인 사람들이 자신의 결핍된 욕구를 타
인에게 투사하여 타인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도 일방적인 도움을 주고, 또 
상대방이 이에 대해 감사하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원망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Freud는 도덕적 피학증(moral masochism)
이라는 개념을 소개하면서, 성적 피학증과 달리 과도하게 윤리적이고 자기
희생적이며 고통을 감수하는 태도를 보이는 피학적 성격에 대해 기술한 
바 있다(McWilliams, 2011). 이러한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지나치게 엄격
한 행동을 하고, 타인을 돕지만 자신에게만큼은 이롭지 않은 자기패배적인 
행동을 하면서 자신을 고난 속에 몰아넣는 패턴을 보인다. 이들은 자신의 
반복된 고난의 원인을 자신의 탓이 아닌, 자신이 끊임없이 도와야만 하는 
주변인들의 탓으로 돌리며 원망하고, 동시에 고난을 견뎌내는 자신이 도덕
적으로 우월하다고 확신함으로써 ‘좋은 사람’이라는 자기상을 유지하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시도를 반복하는 것이다(하현주, 2018).

이처럼 자신의 욕구를 배제하면서까지 타인의 욕구에 초점을 맞추는 개
인들은 건강과 안녕감에서 해로운 결과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
였다. Oakley 등(2012)은 이를 병리적 이타주의(pathological altruism)
라 지칭하며 다양한 병리적 형태의 이타주의에 대해 개괄한 바 있다. 
Catarino, Gilbert, McEwan과 Baiāo(2014)는 돌보는 역할에 갇힌 느낌, 타
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충분히 좋은 돌봄 제공자가 아니라
는 자기 비난은 우울증과 연결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러한 태도를 복종적 자
비(submissive compassion)라 개념화한 바 있다. 

이렇듯 병리적 이타주의, 복종적 자비와 같은 다양한 자비의 양태들이 
관찰되는 바, 외현적인 행동만으로는 자비나 이타주의를 실천하는 내적 동
기가 건강하고 진정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지적들도 제기된다(Berofsky, 
2012; Gebauer et al., 2012; Oakley, 2012). 그러나 현재 자비 연구에
서 사용되고 있는 척도들은 자비의 다양한 동기를 적절히 측정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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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못하며(Pommier, 2015), 자비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심
리학 연구 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Goetz, 2008; Strauss et 
al., 2016). 자비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있게 밝히기 위해서는 
양적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비와 자기자비에 대
한 질적인 탐색은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자비를 경험하는 과정에 있어서 고통받는 타자에 대한 개인의 해석과 
평가 과정은 복합적으로 구성된다. 즉, 타자의 고통과 그 고통받는 타자를 
해석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자신의 고통을 투사하거나 자신의 과거 
경험을 통해 감정이입하게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타자와 자기를 동일시
하기도 하고, 자신의 고통이 해소된 정도에 따라 타인의 고통을 평가하기
도 하는 등 자비라는 현상 안에서 자기와 타자는 상호의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자비 체험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타자를 향한 자비를 더 적
극적으로 경험하고 실천하거나, 혹은 철회하는 태도를 발생시키는데, 무엇
이 자비를 촉진하고 억제하는지 그 심리적 기제에 대한 총체적이고 체계
적인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타인의 고통을 함께 하는 자비 체험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타인
의 부정적 정서 상태를 보고 듣게 되는 과정에 따르는 정서전염과 같은 
자동적인 정서적 공명의 상태가 수반될 수 있다. 다양한 연구들은 자비를 
실천하려는 많은 수의 돌봄 제공자나 임상가들이 부정 정서전염에 따른 
공감피로를 호소하며, 지나칠 경우 직업적 만족도와 전문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이지연, 2016; Figely, 2005). 

한편 정서전염과 같은 현상은 객관적으로 관찰될 수도 있지만, 삶의 체
험 속에서 드러나는 정서전염의 주관적 체험을 전달하기란, 양적 검증만으
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자비를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정서전염의 현상, 병리적 이타주의 같은 유사 자비의 현상들이 어떻게 일
어나고 있으며, 자비를 실천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체험
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복합적인 정서 및 동기가 혼재된 자비 체험의 본질과 그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한 개인의 삶 속에서 자비가 어떻게 체험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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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함으로써, 타자의 고통을 마주할 때의 복합적인 정서 체험, 건강한 자
비의 양상과 그렇지 않은 자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더욱 본질
적인 자비의 실천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고통받는 타자를 향
한 자비를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는지, 또한 자비를 저해하는 요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기와 타자는 자비 체험 안에서 어떠한 관계를 지니
는지에 대한 통찰과 함의를 도출함으로써 자비라는 경험의 발현과 관계되
는 돌봄과 상담, 심리치료적 개입을 위한 함의를 얻고자 하였다. 나아가 
고통받는 타인과 자신, 그리고 고통 자체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반성과 성
찰을 도모함으로써, 자비를 통한 개인의 정신적 성숙과 행복, 나아가 공동
체적 가치를 재고하고자 하였다. 

방    법 

본 연구에서는 질적연구 방법론의 하나인 현상학적 연구를 통해 자비라
는 체험의 본질을 삶의 세계 속에서 드러나는 그대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연구참여자들과의 심층면담에서 드러난 본질적 주제들에 대한 고찰
에 연구자의 해석과 문헌학적 해석을 덧붙여 자비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체험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현상학적 연구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문헌 및 연구자의 해석을 통해 그 체험을 더욱 생생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 수 있는 van Manen(1990)의 해석학적 현상학의 방
법론을 따르고자 하였다.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 방법론 

해석학적 현상학적 방법은 인간 경험의 의미를 밝혀주고, 상황적 맥락 
속에서 인간 경험의 의미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여 체험을 알기 쉽게 만들
려고 노력하는 것이다(van Manen, 1990). 이러한 시도는 일상 경험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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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와 본질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세계와 보다 직접적으로 접
촉하고 세계에 대한 통찰을 갖게 한다. Smith, Flowers와 Larkin(2015)
은 해석 현상학적 방법이 현상학과 해석학적 통찰력의 결합을 필요로 한
다고 보았다. 참여자의 경험에 가능한 가까이 다가가려고 시도하는 점에서
는 현상학적이지만 이것이 필연적으로 참여자와 연구자 모두에게 해석적
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현상학 없이는 
해석할 것이 없을 것이고, 해석학 없이는 현상학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
다. 

현상학이란, 르네상스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한 자연과학의 실증주의와 
객관주의에 대한 회의로 등장한 철학 사조를 말한다. 현상학
(phenomenology)이라는 단어의 어원적 의미는 ‘스스로 드러냄’, 즉 ‘스스
로 드러나는 것을 스스로 드러나는 그 자체로 볼 수 있도록 해 줌’을 의미
한다(이남인, 2004; 장혜영, 2014). Husserl은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
해서 순수 의식 세계로의 환원을 촉구하였으며, 이를 위해 ‘괄호치기’ 혹
은 ‘판단중지’를 통해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믿고 있는 세계를 접어두어야 
한다고 하였다(이남인, 2004). 현상학에서 중요시하는 태도는 검토되지 않
은 어떠한 진리나 기법, 전제, 가정, 선(先)이해 등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연적 이해의 태도를 넘어서 현상 자체를 자율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유
혜령, 2015). 즉, 현상학은 어떠한 선입견이나 이론적 개념들의 방해를 받
지 않고 경험 세계의 근저에 있는 본질을 밝히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이
남인, 2004). 

van Manen은 ‘현상학적 기술(phenomenological description)’을 현
상학적 방법의 핵심요소로 간주한다. 그에 따르면 현상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체험에 대한 순수기술(van Manen, 1990, 25)’에 있으며, 해석학
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해석’에 있다. van Manen의 방법은 순수하게 기
술의 방법만을 사용했던 Giorgi와는 구별되는데, Giorgi는 해석의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은 왜곡, 즉 불완전한 직관을 인정함을 의미한다고 보았던 
반면, 해석 현상학적 방법에서는 해석을 통해 체험이 더 풍부하게 드러날 
수 있다고 본다(이남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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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진행 과정 

본 연구에서는 van Manen(1990)의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방법을 바탕
으로, 이를 자비라는 현상에 맞게 연구자가 수정 및 보완하여 적용하고자 
하였다. 

현상학적 질문형성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자비 체험의 본질에 대해 현상학적 질문을 형

성하고, 이를 통해 심층면담에서 살펴볼 내용과 질문을 구체화하고자 하였
다. 또한 연구자가 현상학적 연구를 실시하기 위해 준비된 상태와 심층면
담 전, 미리 가지고 있었던 자비 체험에 관한 가정과 선이해를 밝히고, 연
구자의 이해가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석학적 순환을 통해 어떻게 
변모해 갔는지 개괄하였다. 

타자의 심적 현상을 지각하는 것은 현상학적으로도, 심리학적으로도 매우 
복잡한 과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살펴볼 체험의 범위는 ‘고통받는 타자
를 보는 관찰자 자신의 자비 체험’으로 제한하고, 자비 체험의 본질을 다음
과 같은 질문을 통해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Ÿ 타인의 고통은 우리에게 어떻게 체험되는가?
Ÿ 자신의 고통은 자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Ÿ 우리 자신의 경험과 유사한 상황이나 타인에게서 더 많은 자비를 경

험하는가? 
Ÿ 자비라는 체험 속에서 고통의 전염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Ÿ 진정한 자비는 어떠한 태도를 동반하는가? 
Ÿ 우리는 어떻게 타인의 고통에 압도되지 않으면서 자비를 경험하고 실

천할 수 있는가? 

연구자의 준비
연구자가 자비라는 주제에 천착하게 된 배경을 돌아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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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가 중학생이던 시절, 정신질환이 발병한 가족의 아픔을 통해 고통스
러운 시절을 지나오는 과정에서 상처받은 마음을 지닌 사람들을 위한 일
을 하고 싶다는 지향이 생겨났다. 이후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출가를 꿈꾸
기도 했던 연구자는 선한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고통스러
워야 하는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탐구하고 싶
은 열망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학부 시절 불교학과 선(禪)학을 전공하면
서 불교의 양대 가치인 지혜와 자비에 대해 고민하며 수행 동아리 활동을 
하였고, 2003년에는 미얀마의 쉐우민 위빠사나 명상센터에서 명상을 통해 
치유적인 통찰을 경험하였다. 이후 본격적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일을 하고
자 서울대 심리학과 임상 상담 석사 과정에 입학하였다. 불교의 지혜의 측
면에 해당하는 마음챙김 명상 경험에 대해 석사 학위논문을 쓰는 과정에
서 자아강도가 낮거나 심각한 외상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마음챙
김 명상만으로는 고통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
다. 

이에 자신의 고통과 타인의 고통을 함께 돌볼 수 있는 태도인 자비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박사과정에 진학하였고, 이를 현상학적 연구로 풀어내
고자 2014년 서울대학교 간호대 대학원에 개설된 질적연구의 이론과 실제
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자비 체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로 예비연구를 진
행한 바 있다. 또한, 현상학적 연구 워크샵 및 국제응용현상학회에 참석하
면서 현상학적 연구를 진행할 때의 주의할 점과 연구자의 태도에 대해 훈
련하였다. 현상학과 관련해서는, 2009-2011년 철학 세미나와 현상학 원서 
강독 스터디에 참석하면서 현상학에 대한 공부를 틈틈이 진행한 바 있다.

연구자의 가정과 선이해 

연구자가 경험했던 자비에는 따뜻함과 상호연결성의 경험과 같은 긍정
적인 차원도 있지만, 상대를 충분히 도울 수 없다는 무력감과 부담감과 같
은 공감피로에서 오는 부정적인 정서도 내재해 있었다. 연구자가 자비 체
험에 대한 현상학 연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2014년은 세월호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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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었던 해였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막대한 참
사 현장에서 속수무책으로 안타까워하며, 슬퍼하고 분노했다. 대한민국 전
역에 슬픔과 무력감, 죄책감, 분노의 깊은 무게를 가진 감정들이 뒤섞인 
채 대기를 따라 흐르는 듯 했다. 상담을 받으러 오는 내담자들도, 상담자
들도 깊게 영향을 받았고 연구자 자신도 그 이후로 묵직한 기분을 떨치기 
어려웠다. 전국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돕기 위한 손길들이 이어졌고, 어
떤 이들은 깊은 우울감에 시달리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라는 고통을 온 국
민이 공유했던 배경 속에서 정서전염이라는 현상은 너무나 자명한 것으로 
다가왔다. 정서전염이라는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무력감이나 죄책감에 빠
지지 않고 개인의 안녕감을 유지하면서도 자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떠
한 태도가 필요한지 질문하기 시작했다.

또한, 연구자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타인을 향한 자비에는 자신의 아픔 
혹은 가족의 아픔이 그 바탕이 된다는 믿음이 자리하고 있다. 자신의 고통 
체험이 타인의 고통을 인식하게 하거나 더 관심을 갖도록 만들 것이라는 
전제가 있었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 각자의 고통 체험을 중요하게 듣고,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듣고자 했다. 고통이라는 체험을 통해 자신의 고
통과 타인의 고통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인식할 때, 
자신의 미해결된 고통을 투사하는 것인지, 아니면 더 공감할 수 있는 바탕
이 되는 것인지, 자신의 아픔이 없이도 타인의 고통을 향해 주의가 지향될 
수 있는지 탐구하고자 했다. 

자비가 지나쳐 슬픔이나 무력감으로 빠지게 되면 자신을 해치는 고통과 
공감피로로 이어진다는 점은 연구자가 상담자로서의 소진 경험을 통해 가
지게 된 전제이다. 또한 자비 및 이타주의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개관하면
서 자비와 유사하지만 진정한 자비는 아닌 자기애적 자비, 결핍과 희생에 
기반한 자비, 슬픔에 압도된 자비, 반동형성적 자비와 같은 유사 자비의 
형태를 제안한 바 있다(하현주, 2018). 또한 불교와 심리학의 학제적 고찰
을 통해 건강한 자비가 갖춰야 할 태도로서 상호연결성, 지혜, 평정심에 
기반한 자비가 필요하다는 선이해를 가지고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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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자료 수집
자료수집을 위해 연구참여자와의 심층면담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심층

면담에 참여할 연구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해 종교계나 사회복지 혹은 임상 
관련 온라인 까페나 오프라인 게시판을 통해 모집 문건을 게시하였고, 연
구자가 직접 참여자를 선정하여 연락을 취하여 동의를 얻거나 주변인들의 
추천을 받았다. 연구참여자 선정의 기준은 자비와 관련된 종교적/직업적 
활동을 자신의 삶에서 10년 이상 지속해온 자 가운데, 연구자 혹은 주변
인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총 12명을 섭외하였으나, 그 
중 2인은 아직 스스로 자비를 충분히 전달하기에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참여 의사를 철회하였고, 2인은 자비의 실천 활동 내용이 본 연구와 적합
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총 8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최종으로 선정된 성인 남녀 8명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연락을 취해, 연
구의 취지 및 비밀보장, 연구 절차에 대해 안내하였다. 이후 연구참여 동
의를 받은 후, 개별적인 면담 일정을 정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연구자와 
1:1로 만나 약 2시간 가량의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1회의 면담 이후 추
가면담이 필요한 경우 연구참여자별 1-2회의 추가 면담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기관 생명윤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았다(IRB No. 1710/ 
002-004).

그림 1. 자비 체험에 관한 현상학 연구 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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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분석
심층면담의 자료분석은 van Manen(1990)이 제시한 다음과 같은 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먼저, 연구자는 심층면담 진행 이전에 문헌 고찰과 성
찰을 통해 자비 체험의 범주를 대략적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심층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범주가 합당한지를 반성하고, 연구자의 판단을 최대
한 배제하면서 면담에서 드러나는 내용을 통해 자비 체험을 새롭게 이해하
고, 연구자의 해석을 수정 및 확장해나가는 해석학적 순환을 반복하였다. 

심층면담 전체를 필사한 자료는 총 A4 250매였다. 이 자료를 반복적으
로 읽으면서 반복되는 주요 주제들을 파악한 후, 전체 자료 중에서 반복되
거나 의미있다고 생각되는 진술들을 찾아내어 유사한 의미끼리 묶어 분류
하였다. 이후 이를 포괄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여 상위주제와 하위주제
를 범주화하는 작업을 거쳤다. 한편, 도출된 주제들은 여러 번 검토하고, 
질적 연구를 실시했던 경험이 있는 다른 연구자 2인과의 교차 수정 작업
을 거쳐 보다 포괄적인 상위 개념인 본질적 주제로 분류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 2인에게 분류된 주제 모음과 면담 내용을 전달하여 참여자의 의사
와 달리 왜곡된 내용이 없는지, 본인의 체험에 대한 해석이 적합하게 되었
는지 검토를 받음으로써 내용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된 주제와 의미에 대해 심리학적 태도로부터 종교적, 윤
리적, 사회적 태도로 전환하고, 해석학적 순환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본질
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해석에 있어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유사한 문헌학적 고찰을 더해 그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기술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참여자는 불교, 천주교, 원불교 각각의 종교계 인사 및 개신
교 장로로 활동하고 있는 퇴직 교수 1인, 심리치료 및 상담 현장에서 활
동하는 상담자 3인, 사회복지 현장 활동가 1인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 순
번은 심층면담을 위해 만난 순서에 따랐고, 참여자 개인의 신분이 드러날 
만한 개인정보는 생략하거나 변경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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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심층면담의 특징적인 부분은 연구참여자의 체험만이 아니라, 
본인이 실제 삶의 현장에서 보고 겪었던 다른 이들의 체험, 상담 장면에서 
보았던 내담자들의 체험이 액자식으로 드러난다는 점이다. 따라서 면담에
는 다수의 익명의 체험자들이 간접적인 형태로 등장하게 된다. 

연구참여자 1 
참여자 1은 전직 원불교 교무이자 현재 전남에 있는 수련원에서 수행을 

지도 감독하고 있다. 20대에 원불교로 출가하여 교무가 되었고, 촉망받던 
교무로서 활동하던 중 원불교 정녀로 수행 생활을 하던 아내와 사랑하게 
되었다. 정녀는 가정을 꾸릴 수 없다는 교칙으로 인해 부부 모두 환속하였
고, 이후 학생들을 가르치는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꾸준히 깨달음과 자비라
는 화두를 놓지 않고 살아왔다. 슬하에 1남을 두고 있으며, 암으로 투병하
던 아내와 4년 전 사별하였다. 그는 40년 이상 원불교 및 불교 교리를 연
구하고 수행하면서 개인과 사회의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과 수행 
지도를 위한 수련원 및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연구자 지인의 추천
을 받고, 참여자가 운영 중인 전남 소재의 수련원에서 만나 면담을 진행하
였다. 슬픔을 머금은 듯, 따뜻하게 위로하는 눈빛을 가진 분이었고, 그 눈

순번 성별 연령 직업 학력 종교 소재지
참여자 1 남 61 전직 교무 대졸 원불교 전남
참여자 2 남 54 신부 석사 가톨릭 충남
참여자 3 남 46 사회활동가 석사 개신교 서울
참여자 4 여 51 상담심리사 석사 종교없음 인천
참여자 5 남 82 前대학교수 박사 개신교 서울
참여자 6 여 51 예술치료사 박사 종교없음 경기
참여자 7 여 53 명상가 석사 가톨릭 서울
참여자 8 여 49 불교 승려 박사 불교 서울

표 2. 연구참여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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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이 마치 티벳의 고승들을 닮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인자하면서도 나직한 
전라도 사투리가 섞인 어조로 편안하게 면담을 이어나갔다. 

참여자 1은 따뜻한 어머니, 민주화 및 공적 의식이 투철하던 아버지 아
래에서 자라면서, 중학교 시절부터 문득 ‘나는 무엇인가’, ‘왜 나는 나인
가’,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화두가 저절로 들리기 시작했
다고 한다. 그것이 화두인지도 모른 채 깊이 침잠하며 탐구해나가던 중, 
명상 중 불현듯 ‘나’라는 의식이 떨어지는 체험을 했다고 하며, 그 이후로 
의식이 확장되어 세상의 고통에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원불교 
교무로 활동할 때에 자비로운 스승에 대한 지극한 존경과 진리에 대한 탐
구 정신이 투철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지금까지도 출가자와 다름없는 생
활을 지속하면서, 대가 없이 사람들을 돕고, 지도하며 살아가고 있다. 

연구참여자 2
참여자 2는 현 가톨릭 신부로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사제 서품을 받았

다. 이후 신부로 활동하며 대학원에서 상담심리를 전공하였고, 사회복지관
을 운영하며 소외된 계층의 복지 증진에 주력해왔다. 참여자와 함께 사회
복지관에서 활동했던 사회복지사 및 상담자의 추천으로 면담에 참여하게 
되었고, 면담은 충남 소재의 성당 상담실에서 진행되었다. 검게 그을린 피
부빛에 형형한 눈빛이 밝게 빛나는 분이었고, 집중력 있고 흥미롭고 진지
하게, 열정적인 모습으로 면담에 임해주셨다. 

중학교 때 다리 절단의 위기 및 급성 신우염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그는 너무도 고통스러우니 차라리 죽기를 바라면서, 죽음이 모든 이에
게 평등한 것이며,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하느님의 자비를 
깊게 경험했다고 한다. 매우 엄격한 성품에, 종교적 윤리에 어긋나는 품행
을 하는 동료 및 후배들에게는 단호하고 무서운 태도를 보였고, 과도한 당
위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자신의 마음을 보면서, ‘화내지 않는 신부’가 
되게 해달라고 사제 서품식에서 기도했다고 한다. 신부가 되어 정말 화를 
내지 않는 것에는 성공했지만 이는 화를 열심히 억제하던 것이었다고 보
고하였다. 상담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 너그러워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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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자신에게 자비로워졌던 태도가 타인에 대한 너그러움으로 이어져 그 
후부터는 진정으로 화낼 일이 없어지는 신부가 되었다고 한다. 참여자 2
는 세상의 죄를 대속한 예수님과 봉쇄수도자들의 모습과 우리 인간들의 
고통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하느님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자비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불공평한 세상에서 약자들을 위한 자비의 문화화와 연대
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연구참여자 3 
참여자 3은 서울 시내 쪽방촌 거주민들의 협동조합 간사로 활동하고 있

으며, 20대부터 철거민 지원, 이주노동자 의료와 상담 등 소외계층을 위한 
활동에 매진해왔다. 사회활동가인 아내와 함께 부부가 같은 일, 같은 고민
을 하며 지내고 있다. 2012년 쪽방촌 협동조합 간사 활동을 시작한 이래
로 조합의 실무와 회계 뿐 아니라 주민 자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
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협동조합 사랑방을 이용하는 거주민(조합
원)들 뿐 아니라 쪽방촌 일대를 두루 돌아보면서 비조합원들의 생활도 살
피고 있다. 본 참여자는 연구참여자 모집 문건을 전달받은 다른 사회복지
사의 추천을 받고, 연구 취지에 동의하여 연구 참여를 수락하였다. 이후 
참여자가 재직하고 있는 서울 소재의 쪽방촌 협동조합 사무실 현장에서 
만나 면담을 진행하였다. 부드럽고 나직한 말투와 태도가 다른 이들을 편
안하게 대해주는 느낌이었고, 주민들과의 교류 시에도 자연스럽고도 친근
한 농담을 주고받는 모습에서 사려 깊은 따뜻함과 강인함이 동시에 느껴
졌다. 

면담 중 거주민들이 사무실에 오고 가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모습들
을 관찰할 수 있었고, 심층면담이 끝난 후, 쪽방촌 일대를 함께 둘러보았
다. 한 평 남짓한 방에서 더위도 추위도 피할 수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었
지만, 서로 어울려 얘기를 나누는 모습들이 매우 자연스럽고 친밀해 보였
다. 다른 특색이 있었다면 사회에서 5-60대라면 떠올릴 법한 전형적인 모
습들이 아니라, 개성 어린 옷차림과 수염과 헤어스타일 등 저마다 각자의 
색깔이 살아있다는 강한 인상을 받았다. 자기 색깔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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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사람들, 표준화된 기준에 맞지 않고, 혹은 맞추기를 거부한 채 ‘자기
답게’ 살아가느라 현실의 적응과 타협하지 않았을 분들이라는 인상을 받았
다. 선하면서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눈빛을 가진 분들도 계셨고, 처음 
보는 연구자가 뭐하는 사람인지 어디에서 온 사람인지와 같은 겉모습보다
는, 어떤 거부감도, 기대도, 편견도 없이 다만, 한 존재에 대한 순수한 관
심으로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듯한 울림을 느꼈다. 실제로 참여자 3은 거
주민들이 다른 분을 평가하는 기준은 돈이 얼마가 있고, 직업이 무엇인지
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남을 속이지 않고,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라고 했다. 연구자는 가난과 장애 속에서도 서로를 돌보고 살아가는 쪽방
촌 주민들의 모습을 직접 보고 경험한 후, 주위 사람들에게 거주민들과의 
만남을 묘사하기를 ‘영혼의 씻김’을 받은 것 같다고 말하곤 했다. 

연구참여자 4 
참여자 4는 상담심리사로서, 현재 심리상담을 통한 사회참여, 사회구조

의 변화, 사회 취약계층과 비정규직 청년, 감정노동자들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을 위한 국책 사업 등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으며, 학회에서 사회활
동에 기여한 상담자에게 수여하는 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2002년부터 
저소득층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에서 독서치료사로 활동하다가 정서
적으로 방치되고 학대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을 보다 전문적으로 돕기 
위해 2000년대 중반, 대학원에서 상담심리학을 전공하고, 현재 전문상담
가로 활동하고 있다. 참여자 4는 연구자가 심리학을 처음 공부하던 시절
부터 15년을 가까이 알고 지낸 사이였기에 참여자의 자비로운 성품과 실
천력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익히 경험을 통해 느끼고 있던 바였다. 또한 참
여자 4를 오랫동안 알고 있던 또 다른 상담자도 거듭 추천하였기에 연구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면담을 요청하였다. 본 심층면담은 참여자
의 사회활동가 지원 센터 상담실에서 진행되었다. 

어린 시절 밥상 앞에 올라온 조기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똑같은 생명
인데 왜 먹고 먹히는 관계여야 할까를 고민하고 그 후로 채식주의자가 되
었다는 참여자는 생명에 대한 감수성, 타인의 행복을 위한 염원이 어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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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남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암으로 투병하시던 어머니가 자살을 소망하
는 유서를 보았던 장면, 남편과의 정서적으로 단절된 관계에서 비롯된 고
통을 통해 참여자는 자신이 타인에게는 이타적이었으되, 자신에게 자비롭
지 못했음을 깨닫고, 자신과의 연결을 회복함으로써 자리이타의 실천을 지
향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5 
참여자 5는 기독교 신학과 철학을 전공한 후 대학에서 30여 년 이상 

교수로 재직하다 정년퇴임하였다. 대학시절 4.19 학생운동에 참여하기도 
했으며, 기독교 개혁 및 장애인권운동, 생명구호활동, 생태환경 운동에 주
력해왔다. 사회윤리와 인간의 고통에 대한 오랜 성찰을 바탕으로, 현대 문
명의 위기 속에서 참다운 종교와 윤리가 무엇인지 제언하면서, 종교인과 
지식인의 의식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연구자가 20여 년 전부터 본 참여자의 저서를 읽고 관심을 가지고 있
던 중, 우연한 기회에 참여자의 강연에 참여하게 되었다. 참여자가 인간 
고통에 대해 성찰해 온 삶의 경로와 ‘자비’라는 주제가 매우 밀접하게 맞
닿아 있다고 판단되어 강연 직후 직접 면담을 요청하였다. 면담은 참여자
가 재직했던 서울 소재 대학 내 교수회관에서 진행하였다. 

자신의 어린 자녀가 심실결격증으로 얼마 살지 못할 거라는 의사의 단언
에 3년간 지옥 속에 살았다는 참여자 5는 인간이 겪은 고통의 체험이 남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고 했다.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이 자식을 
잃었을 때의 애통함을 목도해야 했고, 또 그 자신이 자식을 잃을 위기에 있
었던 참여자 5는 인간의 고통에 대한 성찰과 대학 시절 가정교사로 살면서 
부유층 집안에서 경험했던 차별 경험이 약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지속
하게 했던 힘이 되었다고 했다. 

여든이 넘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빛나는 눈빛과 명료한 어투로 강조할 
대목과 체험적인 에피소드를 생생하게 전달하였고, 갓난 자식을 잃은 어머니
의 비통한 심정을 묘사하는 대목에서는 마치 슬퍼하시는 어머니가 눈 앞에 
계신 것처럼 감정이 생생하게 올라와 눈물이 가득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39

연구참여자 6 
참여자 6은 대학원에서 가족학과 심리학을 전공한 상담자로서, 아동 및 

부모 대상 심리치료를 20여 년간 진행하였고, 대학 내 상담센터에서 심각
한 자살 위기 학생들을 주로 상담한 바 있다. 현재 여성성과 돌봄의 주제
를 두고 연구하면서 개인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있다. 참여자 6에게 
교육분석을 받은 경험을 통해, 참여자 6의 깊은 성찰과 내담자들을 존중
하는 자비로운 태도를 스스로 체험했던 동료 상담자의 추천을 받고 면담
을 의뢰하였다. 면담은 경기도 소재의 참여자의 상담센터에서 진행하였다. 

참여자 6은 스승이 보여주었던 인간의 고통에 대한 존중어린 태도를 통
해 감명받고 위로받았던 체험을 보고하였다. 그는 내담자들을 만나면서 내
담자의 고통에 대한 존중,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하되 그 아픔의 끝
에 도달하여 얻게 될 무언가에 대한 희망이 있기에 그 과정이 고통스럽기
보다는 희망 어린 여정이라고 했다. 북극성을 바라보며 함께 가는 고통의 
여정에서 참여자는 인간에 대한 존중이 무엇인지, 그리고 고통의 여정을 
함께 하는 상담자는 어떠한 태도로 그 고통을 마주해야 하는지를 깊은 울
림으로 전달하였다. 

참여자 6의 면담에서는 참여자 자신의 체험뿐만 아니라 상담에서 만난 
자비로운 감수성을 가진 내담자의 이야기가 2사례 등장한다. 한 내담자는 
친밀한 관계에 있던 사람에게 성폭력을 당한 생존자였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 상황에 대해 가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려고 노력
하였다. 또한 자신의 삶을 매우 소중히 여기는 태도와 함께 자신에게 상처
를 주었지만 가해자에게도 존중과 자비의 태도를 보여주는 모습이 보고되
었다.

가족들의 정서적 학대 속에서 자신을 쓰레기라고 여기며 전가된 고통의 
희생양으로 살아왔던 다른 한 내담자의 사례도 참여자 6에게 감명 깊게 
남아있었다. 그 내담자는 긴 시간의 정신증적 혼란을 뚫고 상담을 통해, 
자신이 쓰레기였던 것이 아니라 가족들의 ‘쓰레기통’으로 살아왔던 것이라
는 통찰을 얻게 된다. 그 고통의 전가를 감수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자신
에게 고통을 혹독하게 쏟아내던 부모라 할지라도, 부모가 고통을 받는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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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느니 자신이 고통스러운 것을 감내하기로 선택한 내담자의 깊은 사랑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처럼 타고난 민감성과 생명을 향한 감수성을 갖고 태어난 이들이 고
통 속에서도 자비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이야기는 자비로운 사람들이 고
통을 대속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스스로 괴로움을 당하는지, 그리고 또 그 
고통을 이겨내며 어떻게 귀중한 통찰을 얻어가는지를 보여준다. 

연구참여자 7 
참여자 7은 대학에서 행정학과 상담심리학을 전공하였고, 현재 명상치

유, 웰다잉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알콜중독 및 암환우를 치유
하는 전문가로 활동 중이다. 교도소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상담 봉사를 하
기도 하고, 30여 년 간 다양한 영성 프로그램과 명상을 직접 체험하면서 
개인 의식의 변화를 촉진하는 방안에 관심을 두고 수행해나가고 있다. 참
여자와 함께 명상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연구자 지인의 추천을 받아 참여
자의 거주지 근처 서울 소재의 사찰에서 만나 면담을 진행하였다. 예리한 
눈빛 속에서도 매우 수용적이고 온화한 모습이 느껴졌고, 진솔하고 명쾌하
게 스스로를 객관화하고, 끊임없는 순수한 호기심과 개방적인 태도로 사태
를 대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으며, 수십 년 간의 명상과 상담 경험을 
통한 깊은 통찰을 보고하였다. 

참여자 7은 수녀가 되기를 꿈꾸던 중, 부유한 집 자제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결혼 후 5년 간 풍족한 결혼 생활이 주는 세속에서의 안
락함 속에 머물다 불현듯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살았다는 죄책감과 신을 대
면할 때 자신의 죄를 직면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극심한 공포
로 이어졌다. 그 공포를 끝까지 따라가다가 명상 중 의식이 변성된 상태 
속에서 자신 안의 악의 모습과 대면하게 된다. 그 후, 참여자 7은 숨기고 
싶었던 자신의 내면과 죄책감, 수치심을 마주하면서 스스로의 모습을 가감
없이 직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를 통해 관념 속에 숨기고 속아왔
던 것을 벗어나 나와 남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순수한 주의를 기울이며 
내담자들과 경이로운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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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 8
참여자 8은 불교 승려로서 불교상담과 자아초월상담학을 전공한 후, 상

담자로 활동하고 있다. 대학에서 상담 관련 강의를 하고 있으며, 초빙교수
로 재직한 바 있다. 또한 불교 승려 및 개인을 위한 심리상담, 소수자들을 
위한 상담과 연구, 집단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시에, 본인의 수행을 
위해 인도 등지에서 명상 수련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명상을 통해 집단 
의식의 정화 및 치유에 노력하고 있으며, 소수자들을 향한 자비로운 태도
와 사회의식과 불교계 종단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일련의 연구 및 실천 
활동이 ‘자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어 연구자가 직접 면담을 요
청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면담은 서울 소재 참여자의 상담센터에서 진행
하였다. 

맑고 청명한 눈빛의 스님은 이전에 보호관찰소에서 만났던 아이와 본인
의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무한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동안 이내 눈
시울이 붉어지기도 하였다. 문제아를 문제로 보지 않고, 그저 사랑이 많은 
어머니가 아이를 바라보듯 지극한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아이로 
하여금 스스로 더 빠른 변화를 일으켰다는 체험이 보고되었다. 또한 어머
니가 자신이 아기였을 때 남의 집에 주려고 했었다는 상처에서 비롯된 분
리불안은 은사 스님에게 버려질까 두려워 정서적 학대를 견뎌내는 것으로 
이어졌다. 참여자 8은 자비롭지 못한 이들은 자신의 상처가 있지만 그로
부터 단절된 채 접촉하거나 풀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타인에게 자비를 보
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는 해석을 전달하기도 했다. 참여자 8은 자신의 
고통의 체험 속에서도 상처받은 자신의 자아(ego)를 직면하고, 작은 자아
에서 벗어나 더 크고 연결된 자비로운 정체성을 갖는 것으로 승화해나가
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자신의 상처와 접촉할수록 타인의 고통으로부
터의 전염이 줄어들고, 내담자들을 만나는 일에도 더 에너지가 생겼다는 
체험이 중요한 의미로 펼쳐졌다. 그리고 마치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공기를 호흡하듯,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들도 나의 감정, 너의 감정이
라 따로 분리할 수 없다는 것, 이는 우리가 이미 연결된 존재이기 때문이
라는 성찰도 참여자 8의 체험을 통해 의미 깊게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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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심층면담을 통해 도출된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유사한 의미 단위별로 
묶은 주제를 분류하여 본질적 주제분류 3개, 상위주제 7개, 하위주제 20
개가 도출되었다(표 3). 먼저, 본질적 주제 분류는 <고통 앞에서의 자비 
체험>, <자기와 타자의 상호연결성에 대한 인식>, <건강한 자비에 대한 반성적 고
찰>로 나뉘었다. 

첫 번째 <고통 앞에서의 자비 체험>은 ‘고통받는 존재를 향한 지향’, 
‘사랑과 고통의 체험이 빚어내는 자비’라는 상위주제로 분류되었다. 먼저 
아프고 소외된 타인을 향해 보이는 조건 없는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펼쳐
졌던 체험과 자신이 부모나 스승, 혹은 신으로부터 받았던 사랑의 경험들
이 보고되었다. 또 한편으로는 참여자 자신들이 삶 속에서 절박하게 고통
받았던 체험들이 드러났다. 자신이 받았던 사랑을 기반으로 하여, 자신이 
겪었던 고통이 타인의 고통을 인식하고 위로하는 능력이자 심리적 자원이 
되는 과정들이 펼쳐졌다. 

두 번째, <자기와 타자의 상호연결성에 대한 인식>에서는 자비를 실천
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정서전염과 같이, 고통이 어떻게 상호의존적으로 
발생하는지, 자신과 타인의 고통, 개인과 집단의 고통이 어떻게 맞물려 있
는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자타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고통의 교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단절되고 또 연결되는지에 대한 참여자들의 체험을 
통한 고찰이 전달되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자비에 대한 반성적 고찰>에서는 건강한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 어떤 태도가 필요한가에 대해 참여자들이 체험 속에서 경
험했던 반성이 담겼다. 고통을 마음챙김의 태도로 대하고, 타인의 고통을 
대하는 데 있어서 자기몰입적 태도로부터 탈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이 강조되었다. 또한 자비란 일방적인 도움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가 주체
로 서게 하는 힘이며, 이를 위해서는 가르치거나 조언하는 태도가 아니라 
고통받는 이를 존중하고, 고통 끝에 올 성숙과 의미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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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가는 길이라는 내용이 전달되었다. 

분류 상위주제 하위주제 

I.
고통 

앞에서의
자비 
체험

1. 고통받는 
존재를 향한 지향

1) 고통받는 타인을 향한 자비로운 관심

2) 생명을 향한 감수성

3) 아프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 사는 삶

2. 사랑과 고통의 
체험이 빚어내는 

자비

1) 사랑받은 경험의 선순환

2) 불가피한 시련을 통한 자비의 훈련

3) 고통이라는 이름의 심리적 자원 

II.
자기와
타자의
상호

연결성에 
대한 
인식

1. 자타의 구분이 
없는 고통의 교류

1) 고통스러운 정서의 전염

2) 개인의 고통에 담긴 집단의 고통

3) 세상의 고통에 대한 자발적 대속

2. 자기와 타자의 
연결과 단절

1) 단절이 낳은 타인에 대한 무자비

2) 자기자비가 타인을 향한 자비로

3) 인간을 연결해주는 매개체로서의 고통

III.
건강한
자비에 
대한 

반성적 
고찰

1. 고통과 있는 
그대로 만나기

1) 고통을 감각 자체로 경험하기

2) 대상을 차별하지 않는 마음

2. 자기몰입적 
태도로부터의 

탈피

1) ‘나’라는 집착에서 벗어나기

2) 나 자신의 진실에 대한 직면과 인정

3) 자기만족이 아닌 타자중심 윤리의 구축

3. 고통받는 이가 
주체로 

서게 하는 힘

1) 스스로 서도록 기다려주는 자비

2) 고통을 겪어낸 주체에 대한 존중

3) 북극성을 바라보며 함께 가는 희망의 경로

표 3. 현상학 연구를 통해 도출된 주제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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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고통 앞에서의 자비 체험

1. 고통받는 존재를 향한 지향

이 주제에는 고통받는 사람을 마주할 때 자비를 경험했던 체험들이 담
겨있다. 상처받은 이들을 돌보고자 했던 순수한 열망과 관심, 나의 행복
만이 아니라 남의 행복에 똑같이 관심이 가고, 또 가난을 선택하면서도 
아프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려는 순수한 동기들이 그려졌다. 그리고 그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누군가로부터 조건
없이 사랑받고 존중받았던 경험들이 자리해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위주
제로는 ‘고통받는 타인을 향한 자비로운 관심’, ‘생명을 향한 감수성’, ‘아
프고 소외된 이들과의 연대’가 도출되었다. 

1) 고통받는 타인을 향한 자비로운 관심

엄마 같은 마음으로, 사랑스러운 눈길로 엄마 없는 아이를 돌보는 마음
은 사람을 자연스럽게 변하게 한다. 나의 아픈 상처가 타인에게서 보여지
고, 그 상처를 돌보는 과정은 나와 타인이 함께 치유되는 과정으로 그려진
다. 상처받는 나의 마음이 다른 상처받은 마음을 돌보는 과정 속에서 조건 
없이 나누는 자비의 마음들이 펼쳐졌다. 나의 행복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
면 사람들이 행복할까를 고민하는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상태,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기를 고민하는 마음이 자비의 체험 안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중고등학교 보호관찰소에서) 걔를 만났을 때 제 심정이 어땠냐 하면 걔랑 ‘나
랑 만나는 한 시간 동안 나는 얘 엄마 해야지’ 그랬어요. 걔를 두 번 만났거든
요. 근데 처음 만났을 때 ‘아 얘한테 필요한 건 엄마구나. 얘한테 엄마가 있었
으면 뭐라고 해줬을까.’ 근데 걔가 인제 확 달라진 거야... 아이가 그 때 한 번
만 더 오토바이 훔치면 바로 교도소에 갔었어야 되고 복잡한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에 애가 바로 학교 가고 아주 빠른 변화가 있었다 하더라구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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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엄마가 나를 키웠지만 어쨌거나 엄마가 나를 한 10개월 때 남의 집에 줄
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엄마하고 나 사이에 분리불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
까 편안하고 안정적인 엄마가 필요했던 거 같애요. 근데 그 역할을 상담자가 
했을 때 그 내담자가 그런 엄마가 필요했다면 그게 코드가 맞으면 짧은 기간에 
변화가 일어났을 거 같애요. (참여자 8)

붓다는 『숫타니파타』의 「자애경」에서 마치 어머니가 외아들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중생을 위한 한량없는 자애로운 마음을 낼 것을 강조
한다. 『성녀 파우스티나 수녀의 일기』에서도 자비의 마음은 ‘엄마의 품에 
뛰어드는 아이를 의탁하는 마음’에 비유되고 있다. 

"절망하는 영혼들의 선익을 위해 이것을 기록하여라. 영혼이 그 죄의 심각함
을 보고 깨달을 때, 그의 끝없는 비참함이 심연에로 빠져드는 것이 그의 눈앞
에 펼쳐질 때 절망하지 말고 그를 사랑하는 엄마의 품에 뛰어드는 아이와 같
이 의탁과 함께 내 자비의 품으로 달아들게 하여라.

누군가 자애로운 어머니가 바라보듯 고통스러운 순간의 자신을 바라봐
주는 한 사람만 있다면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도약할 힘을 내게 된다. 보
호관찰소의 엄마 없는 그 아이도 엄마 같은 참여자 8의 어머니 같은 시선
에서, 자신을 고치려고 하거나 문제아 취급하지 않는 그 순수하고 따뜻한 
관심과 사랑의 마음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일으켜내는 모습을 보여주었
다. 

사랑으로 감싸는 어찌 보면 어머니는 똑똑지 않아. 남자들이 규정하는 세상은 
똑똑한 세상이거든. 똑똑하고 잘난 체하는 사람이 뭘 하냐면 잔머리 써. 권모
술수란 게 그러잖아. 인간이. 근디 그냥 바보처럼 다 품어주는 어머니를 만나
게 된 거야. (참여자 1) 

초등학교 4학년 때, 3학년 때.. 왜 고아원 하고 양로원 하고 따로따로 있을까. 
고아원은 애들만 있고 양로원은 노인들만 있는데 뭐 가족을 만들어주면 되는
데 어 왜 따로따로 있지. 난 나중에 내가 사회사업가가 되면 그렇게 가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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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주는 그런 걸 해야지. 이런 거 되게 관심이 많았어. 사람들의 삶에 대
해서 아주 관심이 많았던 거 같애. 어릴 때부터 아무튼 난 ‘이거 좋아’라는 거
보다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지? 이런 데 관심이 
많았던 거 같애. (참여자 4)

2) 생명에 대한 타고난 감수성 

자비는 인간만을 대상으로 하는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약자와 동물, 생
명 전반을 그 대상으로 한다. 참여자들은 어려서부터 생명에 대한 타고난 
감수성을 보여주었다. 참여자 4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밥상 위에 올라온 
조기를 먹지 않겠다고 단식투쟁을 하며, 생명의 가치에 귀천이 따로 있을
까에 대한 고민을 일찍부터 시작하는 모습을 보인다. 참여자 6은 상담에
서 만났던 내담자의 사례를 들려준다. 어려서부터 동물, 약한 생명에 대한 
보호 본능과 감수성을 가진 내담자는 자신이 정신적 고통 속에 있으면서
도, 학대당하는 동물을 보며 마치 자신이 폭력을 당하듯 반응하는 모습이 
그려지기도 한다. 

어느 날 밥상에 큰 조기가 한 마리 올라왔어요. 근데 제가 그 눈을 마주쳤단 
말이에요, 밥상 머리에서.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왜 나는 쟤를 먹고 쟤
는 나한테 먹힐까? 내가 저렇게 한 생명을 취할 만큼 내가 그렇게 뭔가 좀 가
치로운가? 나는 쟤를 안 먹고도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내가 쟤를 먹어야 되
나? 나는 그럴 가치가 있나?’ 나도 고통을 느끼고 쟤도 고통을 느끼는데 누가 
더 우위에 있나? 이런 게 좀 혼란스러웠던 거 같애. 먹는 사람 따로 있고 먹
히는 존재 따로 있다라는 게. (참여자 4) 

이 아이는 약자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타고난 게 있어요. 동물하고 본성적
으로 어울리는 품성을 갖고 태어난 앤데. 어느 날 이 내담자가 아버지가 동물 
학대하는 걸 봤어요. 그랬을 때 이 친구가 갑자기 뭐가 올라와서 몇 시간 대
성통곡을 했거든. 너무 충격이 컸던 거야. 약하거나 생명체를 건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이 친구가 정말 영혼을 떨며 우는 거지. (참여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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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지은 이들 가운데에는 오히려 양심과 죄책감이 마비된 채 아무 고
통도 못 느끼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타고난 감수성으로 인
해 고통받는 이와 경계를 구분하지 못하고 마치 자신의 것처럼 고통을 느
끼는 사람들도 있다. 자비, 이타주의를 촉진하는 요인들로는 공감
(empathy), 연민(sympathy), 우호성, 사회적 책임감, 도덕적 추론 능력, 
타인지향적 도덕신념 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권석만, 2008). 이들 가운
데, 성격 5요인 중 우호성은 유전적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
으며 쌍둥이 연구에서도 이타주의 행동성향의 약 50%는 유전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알려진 바 있다(Rushton, Fulker, Neale, Nias, & 
Eysenck, 1986). 이는 개인마다 타인에게 친절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동
기의 수준과 타인의 고통에 대한 감수성이 선천적으로 다를 수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즉, 타인의 고통을 묵과하지 않고 도움을 주려는 자비로운 
감수성에 있어서 타고난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비로운 감수성을 지닌 이들이 다른 생명의 고통 속에서도 자
신을 보호하고 경계를 유지하는 법을 알지 못한다면 자신의 안녕감을 유
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자신과 타인의 얇은 경계로 인해 타인
의 고통이 자신에게로 넘나들게 되는데,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약한 
자아강도를 지닌 사람들의 정신은 붕괴될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자비로운 감수성을 유지하되, 타인의 고통으로부터 건강한 경계를 유지하
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3) 아프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 사는 삶

참여자들은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인식으로 가난하고 가장 고통
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삶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지금도 쪽방촌
에는 1.5평도 안 된 방에서 살다가 홀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한다. 
평생을 차별과 소외, 가난과 심신의 질환을 안고 살다 가는 길을 마을 장
례로 함께 하는 일, 재활원에서 만난 버려진 장애 학생에 대한 연민과 책
임감 등 가장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자연스러운 관심은 참여자들이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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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나갈 삶의 방향을 이끄는 것처럼 보였다. 

1987년 딱 격동의 시대에 (대학 들어가가지고) 근데 되게 고통스러웠지. 전태
일 열사의 평전을 읽으면서 너무 미안했고. 그때 생각했던 거 같애요. 전태일 
열사가 바랐던 대학생 친구. 어 정말 똑똑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대학생 친
구, 노동자들의 친구가 되어야겠다 한 거 같애... 그게 아마 지금 내가 이제 
상담하면서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노동자들을 만나는 일을 하는 
데 아직도 굉장히 큰 추동력이 아닌가. (참여자 4) 

20대 때 평생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사는 거. 그리고 실제 
어쨌든 뭐 20대 초반에 일찍 이제 집에서 나와서 어 그 봉천동 산동네에서 살
았거든요... 20대 때 소위 민중교회라고 가난한 산동네에 있는 교회 나가면서 
그리고 그 교회에 이제 부설 공부방 이런 활동 이런 철거민 활동 이렇게 하면
서 예 영향을 좀 받은 거 같고요. 법정스님의 책이라든지, 정일우 신부님이나 
또 개신교의 여러 목사님들 삶을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려면 가난
해야 되더라고요. (참여자 3)

참여자들은 이처럼 사회의 불평등에 대한 여실한 자각과 사회 구조 밖
에서 충분히 돌봄을 받지 못하는 소외된 이들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동
기를 보고하였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장애인들을 가까이 접
하게 되면서 그들에 대한 관심이 더 생기게 되었다는 경험의 보고는 고통
받는 이들과의 연결을 유지할수록 자비의 마음이 증진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2. 사랑과 고통의 체험이 빚어내는 자비

1) 사랑받은 경험의 선순환 

참여자들이 자비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근간에는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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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나 스승, 가족, 혹은 신으로부터 무한한 애정과 신뢰, 자비를 받았던 
체험이 자리했다. 자신에게 부여된 사랑과 존중의 체험은 자연스럽게 타인
으로 흘러가는 자비로 이어졌다. 

아버지하고 관계를 탐색하는 명상이었어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
냐고 측정을 하려고 하니까 우주를 덮고도 남은 사랑을 받은 거에요. 그래서 
엄청 울었어요. (눈물) 그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이걸 그렇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주는 일만 남았잖아요... 정말 한없이 받았구
나 사랑을... 아미타불 같은 그런 성품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
리고 나서 아버지한테 받은 사랑하면 우주를 뒤덮고도 남는구나. (참여자 8)

아버지하고 일찌감치 공감이 됐어요. 아버지는 공적인 일에 투철하셨거든. 정
의감이 투철했죠. 그게 공감이 많이 됐어요. 원불교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럴 때 굉장히 이제 인생의 큰 그 과정에서 보통 니가 원불교에서 뭐 한다 
하드만 이렇게 뭐 어쩌고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끝까
지 날 믿어주셨어요. ‘니가 니 뜻대로 하고, 도 닦는 길에서는 많이 그런 사례
가 있다. 도 배우느라고’ 그러고 또 우리 부모님은 ‘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너는 원불교 스승님들의 자식이고. 부처님 자식이지’ 그렇게 믿어주셨어요. 
(참여자 1)

참여자 1은 자신이 원불교 교단을 떠나야 했을 때, 명예며 지위며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했던 인생의 큰 고비에서, 아버지만큼은 자식을 믿어주
고, 공적인 일을 위해 자식이 쓰이기만을 바라셨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원
불교 정녀로서 교단을 떠난다는 결단을 내리고, 현실적인 어려움과 삶의 
가장 큰 난관에서도 모든 걸 감내하고 함께 해준 아내로부터의 사랑과 위
로 또한 참여자 1이 삶의 여러 난관들을 헤쳐나가는 힘이 되기도 했고, 
타인을 향해 끊임없이 흐르는 자비의 원천이기도 했다. 

가족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더해, 스승과 신으로부터의 자비도 참여자들
에게 큰 위로로 다가왔고, 또 고통받는 이를 대하는 태도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마음가짐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50

마더 테레사가 인도에서 일하면서 힘든 자기 심정을 어느 사제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  사람들은 ‘이 사람이 뭐 마더 테레사 성녀라고 하더니 주위에선 
이렇게 힘들다고 하소연 했다’ ‘니가 성녀 맞냐’라는 식의 부정적인 얘기가 올
라왔다는 걸 어느 분이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버럭 화를 내셨어... ‘옹졸한 
거 같은!’이라고. ‘고통스러운 게 인간이지. 인간의 고통을 놓고 왜 그렇게 말
을 하느냐’라고 화를 내셨는데 그 때 내가 너무 좋았던 거 같아요. 나도 한 인
간으로서 나약하고 고통스러워도 되는 것을 허락받거나 뭐 인정받는듯한 느
낌. (중략) 고통에 대해서는 늘 겸손한 자세를 보여주시는 거 같애요. 사람들
의 고통 속에서 다양한 삶조차도 ‘그래 그럴 수 있지. 너는 그렇게 살지. 너는 
그렇게 살지.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자세를 보여주시는 건 저한테는 좋았던 
거 같애. ‘인간이 고통스러운 거 당연한 거다. 인간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 
있다.’ (참여자 6) 

신앙인으로서 하느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것이 (자비를) 아주 가능하게 
해주는 요소 중에 하나에요 사실은 그분으로부터 받는 위로가 많지요. 어, 그
러니까 살아있는 분으로 느끼는 거에요. 어떨 땐 진짜 이렇게 피부를 스치듯 
만나는 그런 존재이기도 해요. 어, 숨소리가 들리는듯한? 그런, 그 진짜 살아
있는 분으로 느끼기도 해요. 사실은 은총이죠. 하느님이 주신 자비이기도 하
고. (참여자 2)

2) 불가피한 시련을 통한 자비의 훈련

Tedeschi, Park와 Calhoun(1998)은 “사람들은 자신의 취약성을 인식
할 때, 자비를 더 느끼게 된다. 따라서 어떤 역경은 일종의 공감 훈련이 
되기도 한다. 역경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타인을 돕고자 하는 열망을 느낀
다.”고 설명하며 개인이 역경의 과정 속에서 고통을 겪었던 체험을 통해 
타인의 고통에 대한 감수성이 증진됨을 주장한 바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 또한 각각의 삶에서 저마다 절박한 고통의 경험들
을 보고하였다. 그 고통의 경험들은 사랑하는 이의 죽음과 상실이 가장 주
된 것들이었다.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을 마주했던 것(참여자 5), 암으
로 투병 중인 어머니가 죽음을 앞두고 사그라드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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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의 체험(참여자 4), 목전에 온 자신의 죽음(참여자 2), 모든 고난을 함
께 했던 아내의 투병과 죽음(참여자 1), 유년기 어머니로부터 버려질 뻔했
던 이후, 출가 후 은사스님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고통의 시간들이 펼쳐졌다(참여자 8). 

왜 약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쓰게 됐는가. 내 자신을 돌이켜 보면 어릴 때 우
리 어머니의 사건이 하나 있었다고나 할까. 내 동생이 한 살이 안 돼서 죽었
어요. 그래 가지고 추운 겨울에 산에 묻어야 됐는데 그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슬퍼하시는 거 옆에서 봤고... 한 번은 초등학교 다닐 때 혼자서 비를 맞으면
서 집으로 오는데 어떤 젊은 여자가 애기를 업고 버둥거리면서 날 보고 ‘토성
동으로 가는 길 어디냐’ 이렇게 물어요. 그 때 보니까 그 여자는 토성동을 정 
반대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쪽이 아니고 이쪽입니다’. 그랬더니 
막 울면서 자기가 지금 업고 있는 애기가 죽었다는 거에요. 병원이 있는 마을
로 애기를 업고 가다가 중간에 애기가 죽은 거에요... 그날 밤에도 계속 비가 
왔고 어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그
게 나한텐 상당히, 일생에 중요한 영향을 행사했죠. 그런 경험 때문에 또 장
애인이나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쓰기 시작했지 않나. (참여자 5) 

중학교 때 다쳐서 1년 가까이 골수염을 앓았어요, (중략) 그 때 너무 계속 불
편하니까, 차라리 발을 자르면 더 편하지 않을까... 고등학교 때는 급성 신장
염이 걸려서 그래서 갑자기 휴학을 했어요. 워낙 심해서 이제 난 신부가 못 
되는구나. 아. 죽게 되는 거구나. 그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마 그 때 없
어졌던 것 같아요. (중략) 하느님과 관련되어서 보면 자비지 사실은, 하느님의 
은총으로 그런 경험을 한 것이 나한테는 자비, 그 삶에 있어서 가장 인간이 
두려워하는 죽음에 대해서 ‘죽을 수 있지’ 이게 된 게 사실은 그게 나한테 있
어서 하느님의 자비에요. (참여자 2) 

이처럼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실존의 위기 앞에서 참여자들은 사랑
하는 자식이나 부모를 잃는 것에 대한 막대한 슬픔과 두려움을 보고하기
도 하였고,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살았던 죄책감이 신 앞에서 심판받을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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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공포가 죽음의 공포로 이어졌던 체험을 보고하기도 했다. 한편 참여
자 2는 자신의 죽음 위기 앞에서 오히려 담담해지는 용기를 얻으며, 죽음
에 초연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의 자비였다고 말한다. 

자신이나 가족이 죽음의 위기를 겪거나 죽음을 목도해야 했던 경험이 
자비를 실천하고 있는 참여자들에게 공통적이었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인
생에서의 가장 큰 시련과 고통이 죽음이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죽음 자체
가 지닌 실존적인 힘, ‘영적인 개방’이라 불리는 순간의 특수성 때문일 수
도 있다. Renz(2015)는 죽음이 개인적 지각양식에서 포괄적 지각양식으로
의 인지전환을 가져온다고 보았다. 죽음을 경험한 이들에게는 자아중심적 
존재에서 더 큰 포괄적 존재로의 전이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죽음 앞에서
는 신체감각, 경계, 자기정체성에 대한 느낌이 바뀜으로써 많은 것들이 경
계가 없거나 서로 연결된 존재로 경험된다(권석만, 2019). 따라서 죽음 관
련 체험을 통해 자기 경계가 확장되고 다른 존재와 연결됨으로써 개인의 
자비로운 성품이 함양될 수 있다는 점은 숙고할만한 대목이라 하겠다. 

3) 고통이라는 이름의 심리적 자원

참여자들은 고통을 겪은 자만이 전달할 수 있는 위로가 있다고 말한다. 
나와 같은 절절한 아픔 속에 있어 본 존재는 그 자체로 위로가 된다는 것
이다. 그 같은 고통을 겪어내고도 살아낸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때로는 희
망의 전거로 다가온다. 또 그 고통 속에서 깊어진 눈빛이 건네는 말 없는 
시선만으로도, 따뜻한 온기를 담은 목소리만으로도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것
이 참여자들의 체험 속에서도 드러난다. 참여자들은 이처럼 고통을 겪어낸 
경험은 누군가를 위로하는 능력이 되고, 고통을 견뎌낸 자에게 더할 수 없
는 심리적 자원이 된다고 전달하고 있다. 

(하나뿐인 아들을 사고로 잃은 지인의 장례 기간에) ‘내가 매일 찾아 가서 위
문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몇 달이 지난 뒤에 나보고 그래요. 늘 찾아와서 
참 감사한데 솔직하게 하나도 위로가 안 되더라. 그런데 자기가 아는 사람 중
에 자기랑 똑같이 아들을 잃은 사람이 와서 위로를 하니까 위로가 되더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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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서 이 고통을 당한다는 게 그 자체는 좋지는 않지만 굉장한 resource입니
다.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진정한 자비는 사실 고통을 겪
어봐야 할 수 있어요. 거기 가서 말 한마디 안 해도 괜찮아요. 고통 당해 본 
사람이 거기 가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위로가 되는 거에요.. 어떤 책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이 있더라구요. “아무도 고통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고통을 
겪어 본 사람은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니까 그게 엄청난 능력이 돼버리
는 거에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한 능력이죠. (참여자 5) 

때로는 무엇을 주지 않아도, 도움을 주지 못해도 그저 고통을 오롯이 
견뎌내고 있는 모습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버티게 하는 힘이 
된다. 아무 것도 줄 수 없는 이가 고통 속에서 건네는 위로는 말이 아닌 
그 존재 자체로 사람들에게 울림을 전한다. 

희망은 어떻게 보면 뭔가 있는 쪽에서 이렇게 전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분은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정말 고통스럽고 절박한 상
황임에도 불구하고 어 그렇게 진짜 투병하고 있는 거 자체로 네 그 모습을 이
제 옆에서 지켜보면은 되게 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분이 빠르지는 
않지만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나아
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런 절망스럽고 정말 고통스러운 상
황에서도 그런 희망을 인제 우리에게 전해준다면 어 그것보다 더 좋은 처지
와 상황에 있는 우리도 희망을 갖고 뭔가를 해야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뭔가 할 수 없는 거 같은데 뭔가를 하고 계시고 힘과 희
망을 준다는 거 새삼 깨닫게 되었었거든요. (참여자 3)

쪽방촌의 가난과 투병 속에서도 고통을 오롯이 견뎌내고 있는 모습 자
체가 희망이 되고, 보는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살게 
하고, 자비를 실천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었다. 아무런 힘도 없을 것 
같은 이가, 다만 고통을 겪어내고 있는 그 존재가, 그러면서도 묵묵히 살아
가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우리에겐 희망과 용기와 위로로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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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자기와 타자의 상호연결성 

1. 자타의 구분이 없는 고통의 교류

고통을 마주하는 상황 속에서 부지불식 간에 상대의 고통에 전염되는 
일이 발생한다는 체험들이 제시되었다. 고통의 전염, 정서가 전염된 상태
를 의식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평소와 다른 자신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전
이-역전이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상대의 상태에 영향을 받는 일은 비일
비재하다는 연구 결과들은 본 면담에서 드러난 체험의 내용을 뒷받침한다
(Bartel & Saavedra, 2000; Bartolomew & Victor, 2004; Bruder, 
Dosmukambetova, Nerb, & Manstead 2012; Hatfield, Cacioppo, & 
Rapson, 1994). 

나아가 개인 대 개인 뿐 아니라 집단이 개인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사례들이 제시되었다. 희생양이 되는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은 자신의 고통에 얹혀진 타인의 몫까지 포함한다. 가족들이 투사하
거나 전가한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며, 그 고통에 압도되어 병리를 발
현하는 내담자의 사례들을 상담에서 흔히 접하게 된다. 그리고, 누군가는 
집단의 고통을 대속하는 형태를 띄기도 하는데 이는 봉쇄수도원의 성직자
들처럼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경우도 있으나, 비의식적이고 비자발적인 형
태로도 일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어디 하나로 귀인할 수 없는 세상
의 죄를 누군가가 대속하는 형태, 한 개인의 고통만이라고 할 수 없는 시
대의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짊어진 채 고통받는 이들의 사례들이 제시되
었다.

1) 고통스러운 정서의 전염

참여자들의 체험 속에서 타인의 정서를 관찰하거나 함께 상호작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정서가 자동적으로 전이되는 정서전염이라는 현상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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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되었다. 정서전염의 과정은 일찍이 Darwin(1872/1965), Jung(1968), 
Reik(1948) 등에 의해 주목되었음에도 학문적으로 활발히 연구되기보다는 
신비적, 비과학적 현상으로 인식되어왔다(김미애, 이지연, 2013). Hatfield, 
Cacioppo와 Rapson (1994)은 그 이유를 정서전염의 과정이 자동적이고, 
신속하게 지나가서 알아차리기도, 경험적으로도 검증하기 어려웠기 때문이
라 밝히고 있으며, 그럼에도 정서전염이 매우 광범위하게 존재함을 역설하
였다. Segrin(2004)는 “인간은 상호작용하고 있는 상대방뿐 아니라 단순
히 같은 공간 속에 있는 사람들의 정서적 상태를 ”포착(catch)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과학적 증거들이 상당수 존재한
다”고 언급한 바 있다. 

본 면담에서도 이러한 정서전염의 체험들이 보고되었다. 참여자 6은 내
담자의 엄마로부터 정서전염의 현상을 체험하게 되는데, 상담자가 무의식 
중에 겪게 되는 정서전염을 빨리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내담자와 함께 헤
매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자신의 내면을 늘 관찰했던 사람들은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마음챙김의 태도가 훈습되어 있는 경
우 정서전염을 인식하는 것도, 또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도 용이해질 수 
있다는 점이 시사되고 있었다. 

똥을 못 싸서 온 아이가 있었어. 놀이치료 끝날 때까지 아이 엄마가 나랑 얘
기를 한 거야. 그 엄마 가고 나니까 내가 숨을 못 쉬더라고. 너무 답답한 거
야. 근데 맨 처음에 몰랐어 ... 너무 몸이 이상해. 내가 의식적으로 환기를 하
는데 안 되는 거야. 생각을 바꿔보고 의식도 해봐. 내가 그 엄마 때문에 이러
나부다. 나가서 내가 바깥에서 한참을 걷고 리듬을 바꾸고 난 다음에 그 증상
이 없어졌어요. 이 엄마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들에 전염됐다는 건 나도 똑
같이 그 증상 속에 있었다는 거잖아. 이 엄마랑 같이 헤매고 있는 거지. 이 혼
란한 상태에서 상담자는 먼저 빠져 나와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그게 왜 어
렵냐 하면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온 거란 말이야... 늘 내 안을 들여다봤던 사
람들은 그게 빨리 캐치가 되지. 그리고 그것이 의식이 돼야 그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덜 반복이 되지. 그 사람도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고. 내가 
의식이 돼야 같이 안 헤매니까. (참여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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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전염은 상담자-내담자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의 경험들 속에서
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참여자 3은 쪽방촌 거주민들 가운데 거칠게 분노
하던 사람과 부딪혔던 하루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 평소와 다르게 쉽게 
분노하는 자신을 보면서, 그 분의 일부가 자신에게 들어오기라도 한 듯 전
염이 되었던 것 같다고 보고하고 있다. 

뭐 멱살을 잡혀서 뭐 끌려나가거나 뭐 유리창 깨고 뭐 이렇게 박살내고 뭐 그
런. 그리고 뭐 이제 병 들고 쫓아오고.그럴 때 좀 힘들고 그리고 이제 욕이라
든지 안 좋은 이야기들을 어 마구 이렇게 뱉어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그런 분들을 접하면은 굉장히 좀 힘들죠... 아마 그분이 되게 
(저한테) 들어왔나부죠. 제가 집에서 큰 소리 내는 일이 거의 없는데 어느 날
은 저도 저한테 굉장히 깜짝 놀랜 게 저의 아내한테 별로 대단한 일도 아니었
던 거 같은데 굉장히 크게 소리를 지른 적이 있어요. 네 저희 아내도 너무 깜
짝 놀랐었고... 결국 제가 소진된다 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친 분들 만나야 되
는 거 그런 게 좀 힘들죠. (참여자 3)

세월호에 대해서 같이 슬퍼하고 또 같이 분노할 수 있었던 거는 그건 또 정서
전염이라는 현상적으로 또 그런데 저는 우리가 굉장히 이런 사회에 살고 있
었구나라는 거에 대한 진짜 아주 깊은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거 같애요. 이거
는 진짜 내 것, 남의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그렇구나라는 걸로 세월호 같
은 경우는 폭 넓게 조망을 해준 거 같애요. 나 너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살
고 있는거구나 라고 (참여자 4)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상대의 영향력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고통이 전이되는 상태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고통에 뒤섞이면
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상대의 것과 내 것을 
분리해낼 수 있으려면 내 고통이 무엇인지부터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일어나는 현상을 그 즉시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은 익숙한 자신의 
고통과 낯선 타인의 것을 변별해 낼 수 있는 데서 비롯된다. 참여자 8은 
자신의 고통과 더 만나고 접촉하려는 노력 속에서 먼저 자신의 고통을 깊
이 체험한 후 그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타인과 뒤섞이는 정서전염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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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통 또한 줄어들게 된다고 말한다. 

이전에는 약간 오염되고 전염되는 듯한 느낌이 확실히 있었어요. 그 막 무기
력해지고 우울한 내담자 만나고 나면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몸에 조금 남
아있어서 몸이 피곤하다든지 지친다든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렇게 내가 오염받지를 않는 거 같애요. 어떤 노력을 했냐면 내 내면의 고통에 
더 자주 접촉을 했어요... 내 내면의 상태. 그래서 내 내면의 상태가 고요해지
고 평온해지니까 내담자하고 만나면서 확실히 거의 오염을 안 받는 느낌이 
들어요. 내면의 고통과 접촉해야지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그 진
리를 알고 나서부터는 내담자로부터 내가 전염되거나 오염되는 게 현저하게 
거의 없어졌어요. (참여자 8)

2) 개인의 고통 안에 담긴 집단의 고통 

Bowen(1971,1975)은 가족 체계 내에서 분화되지 않은 가족 간의 정서
적 갈등이 한 개인에게 투사되어 정신질환이 발생하게 되며, 증상을 일으
킨 환자가 흔히 가족 내의 희생양이 되는 형태로 드러난다고 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가족세우기(family constellation)의 Hellinger(2003)는 가족 
구성원이 겪은 감정, 증상, 행동, 고난을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것인 양 짊
어지게 되는 얽힘(entanglement)의 고통을 묘사한 바 있다. 

자신의 몫의 고통을 감내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전가하는 경우, 전가된 
고통의 희생양들은 그것이 자신의 고통인지 타인의 고통인지 알지도 못한 
채 자신의 몫이 아니어도 되었을 수치심을 떠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참여
자 6의 내담자는 무의식적으로 대가족의 투사를 받아내는 역할을 하면서
도 가족들의 비난과 경멸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며 살아왔던 모습을 보였
다. 희생양이 되는 사람들은 타인이 쏟아내는 고통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자신의 잘못 때문인 것처럼 과도한 자기비난이나 죄책감, 수치심에 휩싸이
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까지 고통을 참아냈던 것은 부모를 미워하거나,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는 것이 더 괴로웠기 때문이며, 그 마음 안에는 
학대하는 부모일지라도 그들을 향한 어쩔 수 없는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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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담 과정 안에서 드러났다. 내담자는 내가 쓰레기통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쓰레기통으로 썼다고 선언하면서, 가족들의 투사로부터 자신을 분리
해내기 시작한다. 

“나는 쓰레기에요. 쓰레기” 첫 만남부터 쓰레기라고 해서 뭔가 했는데. 지금 
와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다시 쓰레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걸 자기
가 쓰레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를 쓰레기통으로 썼다고. 이 집
은 대가족이었어. 원가족이 분화가 안 돼서 일가친척들이 다 모여 살았다고. 
그니까 집안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감정적인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게 다 얘한테 투사됐던 거 같애. 수치심에도 
민감했는데 그걸 다 참아낼 수 있었던 힘은 뭘까 싶기도 해. 그건 부모에 대
한 사랑. 그래. 내가 쓰레기통 노릇을 할지언정 타자가 고통을 겪는 걸 못 견
디는... 타고난 그 어떤 참을성. 타인에 대한 고통을 더 못 견디는 거 같애. 
(참여자 6)

한 세대가 겪었던 두려움과 공포, 전쟁과 같은 트라우마가 집약된 형태
로 후대의 한 사람에게 쏟아질 때 그것을 한 개인의 취약성으로만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도 제기된 바 있다
(Rodriguez, 2015; Wolynn, 2016; Yehuda et al., 2005). 참여자 8 또
한 이러한 희생양의 발생은 가족 체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까지 확대되어 올라간다고 말한다. 한 개인의 증상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
라 시대상을 반영하고, 사회 전반적인 상처들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가장 취약하고 가장 순수하고 오염되기 쉽고 여리고 또 착하고 이런 사람들
이 그 집안의 희생양이 되는 거잖아요. 조금 조직이 크면 집단에서 그런 집단
이 있는 거 같고. 세계적으로 보면 나라가 그런 거 있는 거 같고... (중략) 우
리 집에도 똑같이 이제 조현병 환자가 있어서.. 그런데 아버지의 불안과 엄마
의 불안이 뒤섞여서 이 아이를 병원에 입원 안 시키는 거 거든요. 그니까 이 
애 문제는 이 애 문제가 아니었던 거지. 사실은 부부의 문제인 거고. 그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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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나 이 언니가 왜 이런 선택을 하느냐를 보면 언니는 또 태어나서 자기가 
성장 과정에서 받은 상처, 트라우마가 있고 그런 것들이 마치 이렇게 농축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나 톡 나오는 거 같애요. (참여자 8) 

증상은 개인의 증상으로 표현이 되지만 원인을 보자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문제인 거 같애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1950년 대 전쟁
이 있었잖아요. 3년 동안. 그 전쟁의 트라우마가 당연히 나타나겠지. 그 두려
움과 공포와 그런 것들이요. 후대에게 고스란히 정서적인 차원에서 물림 대물
림 되면서 그게 인제 정신적인 증상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볼 때 
개인의 문제가 아닌 거죠. 우리나라는 6.25만 있었던 아니잖아요. 1950년대 
이후에 민주화 되는 과정에서 많은 학살들과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직
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우리 부모세대 그런 유산 같애요. (참여자 8)

C. G. Jung 자신도 다음과 같이 고백한 바 있다. “나는 부모와 조부모, 
그리고 더 먼 조상들이 완성하지 못한 일과 해결하지 못한 채 남겨 놓은 
문제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아주 강하게 느낀다. 부모로부터 아이에게 넘
겨진 비개인적인 카르마가 가족 안에 존재한다는 생각이 자주 든
다”(Wolynn, 2016에서 재인용). 비개인적인 카르마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
해야 할 것인가? 인간의 고통은 동물의 것과 달리 역사적, 시대적 고통의 
형태를 띤다. 세대 간 전이된 고통의 역사를 개인의 책임으로 물을 수만은 
없고, 이를 개인이 그 고통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들도 개진되고 있다(Wollyn, 2016; Yehuda et al., 2005; Yehuda 
& Bierer, 2009).

3) 세상의 고통에 대한 자발적 대속

참여자 2에 따르면, 정처 없는 세상의 죄를 대속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봉쇄수도원에서 스스로를 가두고 세상의 죄를 대속하는 사람들, 티
벳 고원에서 세상을 위해 자비명상을 하고, 자비의 에너지를 세상으로 방
출하는 수행자들이 그러한 경우일 것이다. 또한 참여자 1은 의식이 확장



60

되었을 때 세상의 무게를 짊어져야 하는 고통을 감당해야 하기도 했다고 
보고하였다. 

사실은 그 세상의 죄를 대신 속죄하고 있는 소위 봉쇄수도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평생을 세상이 지은 죄를 자신이 그니까, 한 번 수녀원에 들어가면 
안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가려면 철장을 두고서 만나요...평생
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
요. (참여자 2)

신앙이란 건 그걸 짊어지는 자세여.. 대속했다 이 말이라고 대속하신 거다 이 
얘기라고. 우리 석가 부처님은 그걸 짊어지시고 대속하셨다 이거지. 이제 보
통 우리도 그걸 짊어져야 한다 이거지. (중략) 한 집단, 한 개인, 한 가정의 문
제는 꼭 인류의 문제가 다 집약돼 있잖아. 그걸 그렇게 감지되니까 힘들지... 
그걸 다른 사람 지라 그러는데 질 수도 없고, 짊어지지도 못 허지. 그러면 의
식이 그만큼 확장된 사람이어야 되니까  (참여자 1) 

2. 자기와 타자의 연결과 단절 

1) 단절이 낳은 타인에 대한 무자비

타인에게 자비롭지 못한 이들은 그것이 자신의 상처받은 내면과 접촉하
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참여자 8은 승가 내에서 자비
롭지 못한 스님들을 관찰하면서 그들이 자신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채
로 지내왔다는 것을 발견한다. 이렇듯 자신의 내면과의 단절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단절과 무자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펼쳐진다. 

제가 만난 어른들은 당신네들이 그 어머니하고 관계에서 그렇게 막 자비롭고 
따뜻하고 보호해주고 싶고 그런 경험이 부재했던 거 같아요. 그런 경험이 없
이 어른이 된 거죠. 어른이 되다 보니까 제자들한테 어떻게 해줘야 그게 자비
롭고 사랑인지 모르는 거 같애요. 자기 내면에 있는 고통스러운 감정하고 접
촉이 일어나야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도 생기고 다른 사람의 고통이 눈에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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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고.. 경험을 해봤으니까. 근데 내면의 감정과 이성이 차단이 되고 격리가 
되고 해리가 일어나면서 사람이 무감각해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고통
을 보더라도 그게 어떻게 그 자비심이 일어나겠어요. 그것이 만약에 자비가 
일어난다면 자비로워야 한다는 당위라든지 이 출가한 스님이니까 책임이라든
지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가짜 자비가 되겠죠. (참여자 8)

최근에 뭐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 하면서 갑자기 여혐 남혐 이게 사회 전반적
으로 되고 태극기 부대 같은 경우 혐오라는 말이 자꾸 등장을 하잖아요. 이 
혐오라는 게 누구 탓을 하는 거잖아요. (중략) 혐오라든지 결국엔 고통에서 나
오는 건데 결국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지만.. 그 고통을 같이 
나누거나 고통을 이해하거나 좀 공감해주는 그런 게 있으면 그 고통이 사실
은 연결을 통해서 해소가 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럴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더 좌절하지 않을까. 일베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성실하고 착하고 이
런 분들 있잖아요. 나는 애를 써도 안 되는데 누군 뭐 이렇대더라. 그래 버리
면 정말.. 어떤 상실감 그런 고통. 그 고통은 진짜 누가 옆에서 ‘니 잘못이 아
니야’. 그 고통에 공감하고 정말 알아주는 사회적인 분위기든 뭐든 그런 게 
있으면 그들도 연결되고 열리지 않을까. (참여자 4) 

고통은 곁에서 누군가 함께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하나만 있
어도 연결감을 통해 해소되지만, 단절된 고통은 개인의 좌절에서 그치지 
않고 타인을 향한 혐오와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참
여자들은 자신과의 연결, 자신의 고통과의 연결이 충분히 이루어질 때 타
인을 향한 혐오와 폭력을 거두게 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단절된 고통 속에 
있는 존재를 향한 연결의 노력이 그를 고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자비
의 출발이 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사회적 고립과 
단절이 친사회적 행동을 저하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
(Twenge, Baumeister, DeWall, Ciarocco, & Bartels, 2007). 이는 고립된 
이들에게 있어 연결된 경험이 자비를 증진하는 데 중요하다는 사실을 뒷
받침한다. 

참여자 4는 고립된 외로운 섬처럼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오직 믿을 
것은 ‘돈’ 밖에 없다는 기형적인 신념이 인간의 연결을 붕괴시킨다고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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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연결감이 충분하다면 믿을 것은 돈 이외에
도 많아진다는 것이다. 친밀한 인간관계의 연결이 붕괴되어 ‘돈’과 ‘힘’에 
기형적으로 집착하는 고립된 섬으로서의 인간 군상이 펼쳐진다는 분석은 
사회적 구조가 인간을 어떻게 연결로부터 단절되게 하는지 성찰하게 한다. 

결국 자본주의 사회라는 특성이 그렇게 개인화시키고 고립화시키는 거, 그래
서 우리 연결감들을 깨는 게 그래서 오로지 내가 의지할거는 “돈” 그거 밖에 
없다라고 믿게 하는 거. 또는 나의 가족도 못 믿으니까 결국은 돈. 왜? 유산
을 갖고 있으면 가족이 나한테 잘 할테니까. 뭐 표현이 극단적인진 모르겠지
만 그런 거 아닌가. 그게 자본주의 사회를 존속하는 논리 아닌가. (참여자 4)

2) 자기자비가 타인을 향한 자비로 

티벳 불교에서는 자타치환, 자타평등의 관점을 강조한다(김치환, 2006). 
인간의 뿌리깊은 자기중심성을 넘어서서 자신과 타인을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를 함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비를 실천하는 모습 중
에서는 반대의 역설이 등장하기도 한다. 나보다 남에게 더 주의를 기울이
는 것, 이타에만 치중하는 태도이다. 참여자 4는 자리이타를 강조하며 자
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비가 부족했음을 말한다. 돌봄받고 싶었던 자신의 
욕구가 타인을 돌보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통찰은 건강한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참여자 2는 자기 스
스로에게 자비로워짐으로써 타인들에게도 더 너그러워질 수 있었다는 체
험을 통해, 자기자비와 타인을 향한 자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전
달한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자리이타’라는 말을 좋아해요. 근데 나는 ‘자리이타’
를 못 했던 거 같애. 그러니까 ‘이타’가 나한테 훨씬 더 가치 있는 그런 거였
다고 생각을 한 거지. ‘자리’와 ‘이타’가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한 몸인 건데 
‘자리’를 좀 소홀히 한 게 있는 거죠. 내 몸을 돌보는 것도 그렇고 내 마음을 
돌보는 것도 그렇고 하여간 나보다는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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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더 가는 거지. 근데 결국 이게 사실은 나를 그렇게 돌봐줬으면 누군가가... 
그런 욕구에서 내가 열심히 돕고 있구나. (참여자 4)

신자들을 도와주려고 시작한 (상담심리) 공부가 나를 살리는 공부가 됐어요. 
아, 내가 이랬었구나. 아 나에게 자비로워졌지. 음, 나에게 자비로워졌어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아.. 그리고 깐깐했던 것은, 정말 뭐 완전히 이성
적인 그러니까 감정지수가 굉장히 낮고. 옳냐 그르냐 어어, 옳으냐 그르냐 만
이 내 모든 판단 기준이었다고. 그러니까 나도 비난하고 남도 비난하는 거지. 
상담심리를 배우면서 그게 이건 진짜, 화낼 일이 없는 거에요 이제. 화가 날 
일도 별로 없고. (참여자 2)

3) 인간을 연결해주는 매개체로서의 고통 

타인의 고통을 인식한다는 것은 우리를 괴롭게만 하는 것일까? 참여자 
7은 타인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듣는 것이 오히려 스스로를 순화시킨다고 
말한다. 나의 고통과 그의 고통의 연결, 다른 색채이지만 고통이라는 느낌
으로 연결되는 것이 인간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매개체라고 말한다. 

다른 사람이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들어요. 많이 들으면서 제가 어
떻게 됐냐면 제가 순화되는 느낌. 내가 내 삶에서 겪은 그 사람만큼은 아니지
만도 나도 고통이 있잖아요. 이 느낌이 연결이 돼요. 이 사람의 고통은 이런 
색깔이고 내 고통은 이런 색 이런 고통이고 아니면 이런 고통이야. 그렇지만 
고통이라는 아픔 그 말할 수 없는 그 느낌은 연결이 되는구나. 고통의 종류와 
크기와 정도는 다르지만 연결감을 느끼게 해주는구나. 고통이라는 것은. 사람
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것이... 기쁨을 나누는 것과 마찬가지고 아픔도 입자는 
다르지만 연결감을 느끼게 하는 똑같은 매개체구나. 이것도 느꼈어요. 고통이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체. 그런 걸 느꼈어요.  (참여자 7)

자신의 상처를 통해 타인의 상처와 적극적으로 연결하려는 시도는 자신
의 상처에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을 연결하고 세상 밖으로 나
아가게 한다고 참여자들은 말한다. 참여자 1은 미국 콜럼바인 총기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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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예를 들면서 사적인 슬픔이 공적인 아픔을 함께 돌보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총기 난사 가해자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이 저지
른 끔찍한 범죄와 아들의 자살이라는 참혹한 고통 속에서, 이를 사적인 아
픔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심리학 연구를 통해 공적인 아픔으로 승화해냈
다는 것이다. 개인의 깊은 상처는 스스로를 고립시키기 쉽다. 누구에게도 
타당화되지 않은 채 ‘나만’ 이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느끼는 고립감은 
인간의 정신건강을 저해시키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Rokach, 
2013). 그러나 자신의 상처 속에서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의 
상처를 함께 돌보는 태도로 확장될 수만 있다면 고통은 타인과 세상과 연
결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참여자들의 경험을 통해 드러
나고 있었다. 

III. 건강한 자비에 대한 반성적 고찰

마지막 세 번째 본질적 주제분류에서는 건강한 자비가 무엇인지에 대한 
참여자들의 반성적 고찰들이 펼쳐졌다. 우리 자신의 고통과 고통받는 타자
를 대할 때, 자기몰입적인 태도를 벗어나 고통받는 이를 존중하며 그가 주체
로 설 수 있도록 바라봐주는 태도로서의 자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려졌다. 

1. 고통을 대하는 마음챙김의 태도

고통은 나쁘고 없애야 할 것이라는 인식은 우리 사회에 팽배해있다. 심
리적 고통을 정신과 약물로 완화하고 신체적 통증을 진통제로 누르는 것
을 넘어, 고통 자체를 잊어버리기 위한 마약과 마약성 진통제들은 고통을 
회피하는 문화를 반영하기도 한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자비 체험에 있어서 
고통 그 자체와의 조우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고통을 판단하거나 배제하
지 않고 그 자체의 감각으로 경험하는 체험이 고통을 덜 고통스럽게 하고, 
고통에 머물고 떠나보낼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이다. 또한, 누구의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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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더 아프고 덜 아픈지와 같은 차별을 떠나 우리 모두가 아프다는 인식
을 통해 서로가 더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전달하고 있다.  

1) 고통을 감각 자체로 경험하기 

참여자들은 자신과 타인의 고통을 마주할 때 고통이라는 현상 자체에 
‘나쁘다’ ‘싫다’ ‘아프다’는 판단을 덧붙이지 않고, 그 감각 자체로 경험할 
것을 강조한다. 왜 같은 통증인데 어떤 통증은 싫고 없애야 하는 것이 되
고 치료받을 때 느껴지는 통증은 똑같이 혹은 더 아프더라도 참을만한 것
으로 여겨질까? 참여자들은 고통을 감각 자체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에게 도움이 되는 것과 아닌 것이라는 평가가 더해져서일 수 있기 때문이
라고 역설하고 있다. 붓다가 제1의 화살을 맞았을지언정, 제2의 화살은 맞
지 말라고 했던 것은 이 대목과 유사하다. 

선불교의 문헌인 신심명(信心明)에서도 싫어하거나 좋아하는 마음을 
버리면, 막힘없이 밝고 환하게 진리인 실상을 볼 수 있게 된다고 말한다. 
즉, 거슬림, 미움, 싫어함, 혐오하는 양상과 또 이와 반대로 이끌림, 매료
됨, 사랑, 갈애, 집착 등의 욕망이 실상의 인식을 가로막는다는 것이다(안
옥선, 2003). 고통을 접할 때에도 싫어하는 마음없이 감각 그 자체로 바라
볼 수 있다면, 자신의 고통과도 더 잘 접촉할 수 있고, 타인의 고통에도 
압도되지 않고 함께 머물 수 있게 된다는 점이 참여자들의 체험 속에서도 
드러나고 있었다. 

어쩌면 이 삶이 고통을 없애는 것만이 중요한 거는 아닐런지도 모른다, 고통
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고통에다가 고통이 고통
은 나쁘다 라는 꼬리표 붙힐 필요는 없구나.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경험을 
견디다보면 지나간다는 확신을 우리가 가진다면 고통 플러스 생각 생각 생각
으로 더 확장시키지 않겠구나. (참여자 7)

나는 느낀다는 표현을 더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싶어. 아프다 안 아프다 보다. 
근데 그걸 내가 더 세게 느끼거나 어떤 걸로 느끼겠지. 뭐 아픈 걸로 느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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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지, 찌르는 걸로 느끼는 건지, 쪼이는 걸로 느끼든지. 하여간 느끼는 종류가 
되게 다양하겠지. 근데 그게 아픔에 국한된 거 같기는 않고 되게 다양한 느낌
이 내담자들과 소통하거나 내담자들을 이해하게끔 하는 거 같애. 그니까 아픔
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느낌으로 갖는 거 같애. (참여자 6). 

참여자들은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
대로의 고통을 만나는 길이라는 것, 고통을 생각으로 왜곡하지 않고 감각 
자체로 경험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어쩌면 자비는 타인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내 눈 앞에서 없애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 자신의 고통을 온전히 겪어내고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성장하도
록 지원해주는 길이 될 수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고통을 지켜보는 
나 자신이 고통과 마주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 참여자 8은 자신의 
고통과 만나는 길이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한다. 

고통을 경험하면요 거기에 자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외로움이다 그러면 보
통의 사람들은 외롭지 않을려고 몸부림을 치거든요. 외롭지 않을 방법을 다 
찾아서 해요. 영화 보거나 쇼핑하거나 여행하거나 수다 떨거나 차 마시거나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외롭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요. 제가 안 거는요. 
그 외로움 속으로 쑤욱 들어가서 외로움을 딱 만나면 외로움이요 ‘너무 고마
워’ 하고 가요. 죄책감 같은 거 있으면요. 얼마나 내가 죄를 지었고 죄책감 때
문에 몸부림을 치고 죄책감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나약한 인간인지를 그 속
으로 쭉 들어가서 죄책감을 만나면요. 죄책감이 너무 고마워서 (손뼉치며) 가
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고통은요. 그 고통하고 접촉하면요. 
만나고 머물러 주면요. 그 고통과 만나서 머물러 주고 그것하고 함께 있으면
요. 걔가 해방을 해요. 걔가 자유로워져요. (참여자 8)

심리치료에서도 정서에 대한 교정적 재경험을 강조한다.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더라도 그것을 재경험하고 통합하지 않는다면 반복되고, 또 
내 삶을 가로막는다. 고통으로부터 끊임없이 도망치려 하지만 자신도 모르
게 고통을 반복하고, 고통이 또 다른 고통을 낳는 역설적 악순환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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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간다. 이는 Freud가 반복강박이라 일컬었던, 고통스러웠던 원경험에 
대한 통제감을 갖기 위해 반복해서 훈습하려 하는 무의식적 시도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고통만이 되풀이되는 것일 수
도 있다. 고통의 경험 속으로 충분히 들어가 고통의 정수 속에서 의미를 
추출해 낸 것들은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는 가능성이 참여자의 체험 속에
서 제기되었다.  

Jung(1989) 또한 자신의 전체 자기(Self) 안으로 통합되지 않은 그림자
는 일생을 두고 삶에서 반복된다고 한 바 있다. Hayes, Strosahl과 
Wilson(2004)은 수용전념치료(ACT)를 통해 고통이나 부정 정서에 대한 
체험회피가 또 다른 증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역설하면서 고통을 기꺼이 
경험할 것을 강조한다. 고통스러운 경험 자체를 회피하는 것은 기꺼이 경
험하는 것보다 당장은 덜 괴로울 수 있지만, 그 피해간 고통의 여분만큼 
남은 고통은 반복되어 다시 돌아온다. 접촉하고 만나고 머무름으로써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지는 것, 이처럼 자신의 고통과 충분히 만나
는 것은 자신을 향한 가장 자비로운 태도이자 타인을 향한 자비의 출발점
일 수 있다. 자기 자신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자신과 함께 머물러 줄 
수 있는 태도가 타인의 고통을 마주할 때에도 회피하지 않고 만날 수 있
는 힘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 참여자들의 체험 속에서 드러나고 있었다.

2) 대상을 차별하지 않는 마음

흔히들 고통을 두고 경중을 매긴다. 자수성가한 가장들은 자식들을 두
고 뭐가 힘들다고 이것밖에 못 하느냐고 자신이 살아온 고통과 자식의 고
통을 견주어 비교한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더 아프고 덜 아픈 고통은 없다
고 말한다. 사건 하나하나를 비교하면 더 아프고 더 화나는 일은 있을 수 
있지만 사는 게 모두 버겁고 아플 뿐이지 누군가의 고통만이 더 고통으로
서 가치가 있고 무겁고 귀한 것은 아니라 말한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 자
체를 같은 거리로 평등하게 대하고, 심지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차별조차도 
뛰어넘는 자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가해자 또한 가족이든 공동체 내에서
든 소외되어 있는 피해자일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만 연민을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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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은 균형을 잃은 자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사는 게 사실은 다 힘들어요. 그래서 누구가 사실은 특별히 불쌍하다? 이런 
게 사실은 저한테는 구체적으로 있지는 않아요. 사는 게 다 버거워 보이니까 
어, 아..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뭐 나를 포함해서 딱
하다 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의 고통이라는 게) 전반적으로 없는 일들이 
사실 생기는 게 아니니까 독특하게 내가 겪는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누군
가가 겪었고...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나 딱 닥치면 ‘굳이 왜 나야’라는 것들
이 있거든요? 근데 그럼 ‘왜 내가 아니었어야 되지?’ 이런 고민은 사실은 별
로 안 하거든요. (참여자 2)

봉사자들 중에서 가족 안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는데, 외부에 나가서는 아 정말 
가족들에게 한 거의 1/10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 좋아하고 
감사하는.. 그럼 거기서 위로를 받고.. 그래서 이제 가족들에게로 돌아가지 못
하고 가족들에게 가서는 이제 분노를 쏟아내고. 어 이런 사람들이 가족에 대한 
가해자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한 편으로는 피해자인, 이런 사람들. 안 됐지. 집
안을 다 휘어잡고는 있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고 분명히 가해자인데, 가족들에
게 막 그 군림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랑할 줄을 몰라서... 아주 일괄적으로다가 
가해자 피해자를 이렇게 또 나눠주고 싶지 않은.. 사실은, 그 균형 잡힌 연민이
어야 되는데 그게, 그니까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어있는 거가 있을 때, 그니까 
그.. 당사자를 봐야지 어.. 가해자를 자꾸 볼라 그러면 어.. 심판자가 되듯이 (그
렇죠) 심판자는 사실은 정당한 심판자가 되기는 참 어려워요, (참여자 2)

예를 들어서 일베가 나한테 와서 그런다. 세월호 단식장 앞에서 피자 뜯어 먹
은 애가 왔다. 근데 나는 들을 수 있을 거 같애요. 왜냐면 실제 그 일이 있었
을 때 분노도 있었지만 한편 내 마음에는 상당한 궁금함과 함께 참 어떻게 그
런 행동을 했을까. 안타깝고 그런 연민의 마음이 같이 들었거든...자기가 뭘 
하는지 알고 했을까. 아 정말 어디가 막혀 있어서 그 앞에 가서 보란 듯이 그
러고 싶었을까. 어 좀 아픈 사람의 행동이지. 그러니까 그거에는 마음이 열리
죠. 아파서 하는 거니까. 그런 아픔을 아파서 하는거다 라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느낄 수 있으면 그건 대상을 가리지 않을 거 같애요. (참여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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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들에게조차 자비를 보여야 하는가는 첨예한 문제이다. 그러나 그
들의 폭력적인, 무감각한 행위조차 아파서 하는 거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
면 자비의 대상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는 참여자 4의 마음은 차별을 떠나 
인류 보편을 대상으로 자비를 갖는 마음의 출발일 것이다. 

차별과 분별을 떠난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 좋은 사람과 아닌 사람을 가르는 자비로
운 기준은 무엇일까? 참여자 3은 쪽방촌의 한 주민으로부터 그 시선을 배
웠다고 말한다. 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겉으로 얼마나 유능하고 그럴듯한 
모습을 띄고 있는가가 아니라 내면의 정직함이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한 
사람을 사회적인 기능이나 유능함, 부와 권력의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자신의 영혼에, 그리고 타인에게 얼마나 진실하게 살고 있는지가 기
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한 사람을 대상이 아닌 존재로 바라봐
주는 자비로운 시선이 된다. 

어떤 분이랑 밖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
에요. 겉모습을 보면은 이제 약간, 여기 살지 않는 분이 봤을 때는 가까이 하
고 싶지 않은 모습인 거지. 머리도 막 쥐 파먹은 듯이 되어있고, 약간 술에 취
해있고 뭐 그런 분이셨는데 옷도 되게 허름하고. 근데 이제 저랑 같이 얘기하
셨던 주민이 “아 저 분 참 좋은 분”이라는 거에요. 근데 딱 봐도 세상 사람들
이 보는 좋은 사람이랑 이 주민께서 말씀하신 좋은 사람이랑 다른 거죠. 보통
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나 그 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데 이 분은 그게 아니셨던 거에요. 절대 거짓말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그런 
분이라고 이제 그러면서 좋은 사람이라고... 아, 보는 눈이 다르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저도 여기서 되게 많이 배우고 또 힘도 받고 그렇게 되는 
거 같애요. (참여자 3) 

2. 자기몰입적 태도로부터의 탈피

참여자들은 진정한 자비를 실천한다는 것은 타인의 고통으로 들어가는 
것에 앞서서 먼저 ‘나’라는 견해를 내려놓고 자신의 내면을 직면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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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한다. 자기라는 태도를 벗어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경험들이라는 것, 참여자들이 삶 속에서 얼마나 분투하며 자기와 대면해나
가고 있는지가 면담을 통해 펼쳐졌다. 

1) ‘나’라는 집착에서 벗어나기

정신분석을 위시한 많은 서양적 심리치료에서는 자아의 강화를 통해  
심리적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자비로 가는 길은 오히
려 작은 자아를 해체하여 더 큰 자아로 확장하는 길이 된다(Ivtzan, 
2014). 참여자들의 체험을 통해서도 상처받은 자아의 집착으로부터 벗어
나 세상을 더 큰 조망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은 개인을 더 자유롭게 하는 
길이 된다고 그려진다. 참여자 1은 ‘나는 무엇인가’라는 화두에서 ‘나’가 
끊어진 자리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고하였고, 참여자 8은 자신의 상처를 
직시하는 것에서 과도한 에고의 작용이 사라지는 체험을 전달하였다. 

한 중학교 때쯤 됐었는가? 이제.. 그 이제 불교에서 말한 대로 이렇게 [가슴을 
가리키며] 여기는 화두 같은 게 걸려 있어요. 내가 뭐지? 왜 내 마음이 이러
지? 이런 것이 자리했어요. 그러면서 가만히 내 마음을 보고 그러면서 마음이 
이게 확 놔지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내가 저 밑으로 그냥 톡! 내가 없어, 내
가 떨어져 버리는 그런 경험을 몇 번 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자유로워졌
어. (참여자 1)

‘아 니가 또 상처 받을까봐 두려워하는구나. 니 내면이 아직까지 작은 자아라
고, 니가 상처받은 것을 처리할 수 없는 작은 자아라고 여전히 니가 그렇게 
여기고 있구나’ 이걸 딱 알고 나니까 그 불편한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에고
는 계속 상처받을까를 두려워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에고의 본질을 또 봐주
니까 그 두려움이 또 없어지는 거예요. (중략) 내면에 그 상처받은 그 존재 있
잖아요. 그게 자기를 보호하려고 자꾸 방어하는 거잖아요... 방어하고 있는 에
고는 안 죽으려고 몸부림을 치거든요. 근데 그 본질을 실체를 계속 꿰뚫어서 
들어가면 걔가 죽게 돼있어요. (참여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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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 자신의 진실에 대한 직면과 인정

Jung은 다음과 같이 철저한 자기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Moacanin, 
2012에서 재인용). 

오늘날 제기된 악의 문제에 해답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철저한 
자기인식, 자신의 전체를 가능한 한 최대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는 그가 
얼마나 선을 행할 수 있으며, 어떤 파렴치한 행위를 할 수 있는지를 가차 없
이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그는 전자를 사실로, 후자를 착각이라고 간주하기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가능성으로서 두 가지가 다 진실이다. 

참여자들 또한 자비로운 척 가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롭지 않은 자신
의 순간들에 깨어있으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내면을 주시하는 노력이 필요
하다고 말한다. 자기 자신의 내면에 솔직해질 수 있는 용기로부터, 거짓된 
에고의 포장을 걷어내는 일로부터 진정한 자비가 시작된다고 말한다. 자신
의 내면을 직면하는 괴로운 순간을 견뎌내고 나면 작은 자아에서 벗어나
는 자유로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 체험을 통해 펼쳐졌다. 

내가 나를 보는데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알아요? 그거를 모질게 견뎌내는 거
잖아. 내가 나로부터. (중략) 내가 정직한 나를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자유로
워져요. 보니까 자유롭고 꾸밈이 덜 하고 있는 그대로 나를 내놔도 편안하고. 
어디 내놔도 뭐 음.. 이게 난데 어떡할거야. 그치. 그런 힘이 생기는 거 같애
요. 그래서 용기. 정직은 용기다. (참여자 7) 

내 본질 본 모습을 더 정확하게 보면 볼수록 내면이 고요해지면서 비교하는 
마음이 사라지면서 실제로 굉장히 편안하고 좋아진다는 거에요. 내가 안정적
이고 편하게 좋아지니까 상담할 때도 훨씬 편하고 수월하고. 그 관계에서 소
진될 때도 훨씬 좋아져요. 예전에는 내가 무자비한 사람인데 자비로우려고 애
를 썼고. 인정없는 사람인데 인정이 있는 거처럼 하고 이러니까 더 많이 힘든 
거에요. 관계에서도. 근데 지금은 인제 그런 거 없으니까. 그러니까 괜찮은 척 
안 해도 되고 좋은 사람인 척 안 해도 되고. 괜찮은 스님인 척 안 해도 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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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참여자 8) 

3) 자기만족이 아닌 타자중심 윤리의 구축

Adler(1928, 2018)는 연민이 공동체 의식에 대한 가장 순수한 표현이
라 강조하였지만, 이를 남용하는 경우의 폐해를 지적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매우 강한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상은 타
인의 불행을 수단으로 자신의 인정이나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를 Gebauer 등(2012)은 공적 자기애(communal 
narcissism)라는 개념을 들어 설명한 바 있다. 즉, ‘좋은 사람’이라는 자
기 평판과 자기 만족, 자존감의 고양을 위해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도 있다
는 것이다. 

Adler(1928, 2018)는 또한 심지어 어떤 이들은 정말 기분이 좋아서 다
른 사람의 불행을 찾아다니며 거기서 절대로 떠나지 않으려는 모습마저 
보인다고도 하였다. 그는 La Rouschfoucaut가 “우리 친구들의 불행 속
에는 무언가 우리에게 그리 싫지만은 않은 것이 있다”고 했던 말을 인용
하면서,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들에 대한 우월한 감정 속에서 해방감을 느
끼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자 5는 이를 
schadenfreude라는 표현을 들어 설명하였다.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는 카톨릭 신
잔데 아들을 잃고 수도원에 가서 아주 혼자 앉아서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데 
부인이 아주 우울한 얼굴로 들어오더래요. “왜 얼굴이 우울하십니까?” 그러
니까 “우리 아이가 많이 아파 가지고 그럽니다.” 그러니 이 신자님이 “안됐습
니다. 저는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의 얼굴이 환해지더라.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 자기보다 더 고통당한 사람이 있으면은 자기 고통이 
줄어드는 거야. 독일어에는 다른 사람의 고통으로 내가 즐거워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schadenfreude”라고. (참여자 5) 

이러한 자기만족, 남의 비참함을 통한 자기 위로와 같은 가장된 자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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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중심적인 행위이자 유사 자비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다(하현주, 2018; Oakley et al., 2012). 참여자들은 이러한 자기중심적
인 자비의 행동이 고통받는 사람을 대상화할 뿐 아니라 도움을 가장한 행
동들이 더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참여자들은 
말한다.  

자비를 베푸는 데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단순히 나의 자비로운 마
음을 만족시키는 나는 참 자비로운 사람이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지. 
자비가 상대에게 이익이 되어야지 그게 진정한 자비지 나만의 자비로운 마음
을 만족시키는 것으로는 그건 오히려 상대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까... 결국 타자 중심 윤리의 구축입니다.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되는가
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결과를 미치는가 
거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게 나의 윤리의 핵심이에요. (참여자 5) 

‘돕다’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가 이제 어떤 일이 잘 되도록 힘을 보태는 건데 
어 외부에 있는 분들은 이 돕는 방식 이런 게 좀 잘못된 거죠. 계속 뭔가를 주
면은 여기 주민들을 돕는 거라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정반대일 수도 있는 것
인데 그런 거에 대한 큰 생각없이 그냥 자기 선의를 그냥 베풀고, 자족하고 
보람받고 가는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같아요. (참여자 3) 

3. 고통받는 이가 주체로 서게 하는 힘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동기에서 상대방을 성급하게 
도와주려 하면서 무력하게 하거나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하는 것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피해를 입거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렇
다면 실제로 상대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실천 방식은 무엇일까? 참여
자들은 자비의 실천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
한 지침들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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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스로 서도록 기다려주는 자비 

자비는 일방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고통을 넘어서서 자
립하도록 기다려주는 마음이라는 것이 참여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일
방적인 도움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하는 태도라
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또한 도와주는 이의 입장에서 상대가 빨리 변화하
도록 촉구하거나 우월한 입장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급한 마
음을 절제하고 믿어주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이는 사람들이 고통
을 뚫고 가기 위해 스스로 걸어가야 할 길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자기 발
로 디디고 걸은 만큼만 자신의 온전한 지지기반이 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태도라 할 수 있겠다. 상대의 고통의 숙제를 대신해주는 것이 자비
가 아니며, 다만 그 고통의 순간에 내가 온전하게 함께 하고 순수하게 주
의를 기울여주는 자비가 제안된다. 

애를 키울 때도 자립을 세우게 독립심을 키우게 해주는 게 크잖아요. 부모가 
그 사랑을 그걸 절제하기 힘든 일이잖아요. 잘못한 것 보고 일으켜주고 니 그
렇게 하면 안 돼 그거를 절제하고 스스로 일어나게 해주는 것. 스승이 스승이 
제자한테도 가르쳐주지 않는 자비가 어찌 보면 자비의 결정체로 최후의 자비
라고 볼 수 있어요. 소태산이 그 말씀을 수십 번 하셨다 그래요. 왜 구체적인 
지도를 안 해주냐니까 자립을 세우게, 자립이 서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온 힘
을 다 하고 있다. 죽을 힘을 다하고 있다. 내 자립이 서게 하려고. 그 마음 쓰
시는 걸 목숨 걸고 자기 모든 걸 불태워서 그렇게 최후까지 그 힘을 쓰시더라
고. (참여자 1)

내 엄마이므로 내가 가졌었던 생각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었다면 그 스스로
가 그 일어서도록 좀 더 시간을 뒀을런지는 몰라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
람이 변화해 갈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일부 책에 적
혀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와 닿았어요... 그의 고통을 덜어주겠다고 내가 
그를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도 조종이다. 그러면 그가 해야 될 공부를 미리 
내가 대신 숙제해준 거 아닌가. 자비심을 베푼답시고 그죠? 그가 준비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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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는데 내가 끄는 거에요. (중략)　내가 돕는다고 하는 일이 에너지를 뺏는 일
인가, 주는 일인가? 이 사람이 심각해 있을 때. 그 사람의 그 과정을 흥미롭
게 함께 있어 주는 거. 애쓰지 말고. 내가 도와주려고 애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괴로움을) 보태주는 거에요. (참여자 7) 

참여자들은 상대의 고통을 섣불리 도와주려는 태도뿐만 아니라 상대의 
고통을 마치 다 이해했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다만 나의 교만함과 짧은 생각에서 비롯된 조언과 훈계를 내려놓고, 내가 
그의 고통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을 말한다. 
다만, 함께 현존하면서 상대가 고통 속에서 일궈가고 있는 그 성숙의 과정
을 경이롭게 바라봐주는 것, 순수한 주의와 알아차림을 전달하는 과정이 
자비를 실천하는 태도로서 중요하게 드러난다. 

섣부른 상담자들의 훈계 질에 매우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거지. 그건 자비와 연
민은 결국은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동반하지 않을까. 내담자의 말과 삶 속
에 삶 뒤에는 거의 99.99999는 못 보는 거잖아. 어떤 게 있는지... 그런 의미
에서는 자비심이 있다라는 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겸손이라는 단어라기보
단 오만하지 않다. 혹은 모른다. 아직은 정말 알 수 없다. (중략) 섣부르게 충
고를 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뭐 판단하거나 이런 거 보단 어찌 보면 고
통스러운 사람이 더 철저하게 그 고통을 겪어 낼 수 있도록 하는 사람. 어차
피 피해갈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방법론을 찾으려고는 
그런 생각은 못 할 거 같다는 거지. 그냥 그 고통 속에 함께 머무르는 거... 단
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는 거밖엔. 그걸 내가 겪어내고 나도 같이 겪는 
거. (참여자 6)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겠다고 나의 에고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휘두르는 
거 그거 사랑은 아니다. 자비가 아니다. 그 조차 같이 있으면서 버텨주고 
holding이라고 하잖아요. 버텨주라. 그 때는 침묵하고 그냥 단지 함께 현존만 
해주라. 이것 배웠어요. (참여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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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통을 겪어낸 주체에 대한 존중

이 주제에는 고통받는 타인들을 향해 대상화하고 동정하며 멸시함으로
써,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고통을 부과하는 모습들
에 대한 관찰이 담겨있다. 고통받는 이는 동정받아야 할 취약한 존재도 아
니고, 멸시받아야 할 수치스러운 존재도 아니며, 고통이라는 의미깊은 성
숙의 시기를 거치고 있는 존재로 바라봐주는 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
조되었다.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경이로운 마음과 존중의 태도로 지켜봐
주는 시선만으로도 섣부른 도움이나 간섭보다 자비로운 행동일 수 있다는 
점이 보고되었다. 

우리는 어쩌면 도움받기도 또 동정받는 것도 원하지 않는 존재인 거 같아요. 
동정하고 누구를 돕고. 내 에고가 밑에 사람한테 주고, 주고, 우월감. 그 얼마
나 큰 모순이야. 그쵸? 그래서 세상이 안 바뀐대요. 음. 나누는 거에요. 공유
하는 거에요. 내가 누구를 불쌍하다고 할 그거 없고. 그거는 이미 ‘아우 난 행
복한대. 쯔쯔쯔쯔’ 이거 하고 똑같은 거에요. (참여자 7)

이 쪽방촌이라고 하는 곳이  이 사람을 되게 비인간적으로 만들고 대상화하
기에 아주 최적의 조건이라고 하는 그런 게 조금 있어요. 그래서 뭐.. 학계뿐
만이 아니라 뭐 이제 정부 뭐 기업 종교 뭐 학생들 별의별 많은 사람들이 와
서 계속 뭔가를 주거든요. (중략) 어떤 교회에서 쌀을 준다고 해서 간 적이 있
거든요. 관리하시는 분이 되게 불친절하게 보시고 뭔가 이 사람들이 다른 걸 
가지고 가지 않을까 감시하는 거 같은 그런 태도로 저희들을 맞이해주셨거든
요. 제가 그거 되게 불쾌했었어요. 우리가 쌀 달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여기
서 준다고 해서 우리는 그거를 가지러 온 사람들인데 그렇게 보니까. 받으면
서도 사실 기분 되게 나빴었어요. (참여자 3)

Adler(1928, 2018)가 지적한 바 있듯이, 타인의 비참함을 보면서 자신
의 처지가 상대적으로 낫다고 안도하는 자기 위안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한국문화를 우월감 중독이라 일컫는 사람도 있을 만큼 타인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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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에 대한 시기는 성공한 이들을 향한 과도한 적대감으로 변하기 마련이
다. 위의 참여자 3의 체험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타인의 불행을 두고 멸
시하며,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주는 도움은 받는 이에게 무력감과 모
멸감을 안겨다 준다.

최근에 이제 부부가 이제 다른 동네로 갔어요. 수급 받고 장애가 있어서 어 
월 얼마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모아 가지고 500만원 보증금에 지하방으로 
갔거든요 부부가 이사하고 집주인을 처음 만난 거에요. 근데 그 이제 집주인
이 이 두 부부를 보고서는 어.. 그분들을 들이기가 싫었던 거에요. 네. 좀 냄
새도 나는 것 같고 그리고 장애가 있으시거든요. 겉으로 봤을 때 뭔가 주인이 
께름칙했는지 싫어했어요... 근데 기가 막혔던 거는 이제 오백만원 현금을 받
았잖아요. 이제 그거를 세는데 이제 싱크대에 수도를 틀어놓고 돈을 세면서 
손을 씻어가면서 돈을 세더래요. 하여튼 그거 만지면 뭐 전염병이 옮는 건지 
(참여자 3)

여기 식당에 주민들이랑 같이 갔었는데 식당 주인이 우리가 뭘 시켰는데 이
제 퉁명스럽게 “안 된다” 뭐 하고 또 했는데 “안 된다” 뭐 하고 뭐 이제 계속 
그런 일이 좀 있었거든요.. 여기가 사실 주거와 노숙의 그 경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 노숙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되게 많고 뭐 그런데.. 시
선이 그냥 뭐 같은 사람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되게 불쌍하게 보거나, 네 
아니면 되게 부정적으로 보거나 네 그런 부분들이 있죠. 좀 뭐 병원을 가거나 
하여튼 어디를 가더라도 옷차림새부터 뭐 좀 그래서 그런지 별로 그렇게 좋
게 보지는 않는 거 같애요. (참여자 3)

위의 참여자 3의 내용에서처럼 사람들의 멸시 어린 시선과 혐오는 힘겹
지만 희망을 가지고 연대하며 살아가려는 이들을 절망케 한다. 장애인 부
부의 보증금을 물로 씻어가며 세는 태도와 식당에서 쫓아내다시피 하는 
주인의 태도는 사람을 돈으로만 보는 전도된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다.  

참여자 5는 가난과 육체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사회적 고통이라 말
한다. 고통받는 이들에게 던져지는 혐오와 멸시는 가난이나 장애가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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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보다 더 심대한 사회적 고통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사회와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죄악이 아닌, 개인의 선택을 벗어난 가난과 신체적 취약함이 
왜 혐오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전도된 가치로 사
람을, 생명을 평가하게 하는지 반성하는 것 또한 건강한 자비를 위한 과정
이 될 수 있겠다. 

조사를 해보면 우리 한국 사람보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 가난하다고 무시한단 말이에요. 무시
할 권리가 하나도 없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보고 동정을 해야 할 판
인데. 심각한 육체적 고통은 그건 뭐 어쩔 도리 없지만 사실 육체적 고통 만
이 전체가 아니잖아요. 사실 사회적인 고통이라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
니까 우리 자비를 느낄 때도 그것도 좀 엄격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
말 제대로 자비를 베푸는 건지 아니 그 사람은 그대로 행복한데 괜히 내가 불
쌍하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참여자 5) 

자비를 갖는다라는 것이, 물질적으로 도와줄 수도 있고, 사람들마다의 그 조
건 방식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니가 사람이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돼. 그게 진짜 자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로... 친구를 맺을 수 있는 
인격적 만남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친구가 불쌍한가? 친구가 불쌍하진 않아
요. 근데 소위 지금 얘기한 자비의 대상이라고 얘기된 사람들과 과연 인격적 
만남이 있는가,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죠. (참여자 2)

3) 북극성을 바라보며 함께 가는 희망의 경로 

참여자 4는 신영복 선생의 말을 인용하며, 자비는 비 맞는 사람에게 우
산을 씌워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이라 했다. 물론 현실적
인 도움이 필요한 순간도 있지만, 고통의 순간에 누군가 묵묵히 함께 존재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위안을 받는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그 고통의 
여정의 끝에 얻게 될 소중한 의미와 정신적 성숙이라는 희망을 보며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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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함께 가는 고통의 길이 괴롭지만은 않은 길이라 말한다. 

적어도 하느님은, 우는 분은 아니에요. 하느님은 웃는 분이에요. 하느님은 절
망하는 분이 아니니까 어. 안 됐어서 아이구 어떡해 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종쳤다 그러는 분이 아니니까. (중략) 그러니까 지금 하느님은 나를, 나 
태어날 때와 지금 나와 나 죽을 때와 이걸 다 동시에 보고 계시는 거야. 그러
니까 하느님은 완성된 내 모습을 이미 보고 계세요. (참여자 2)

여자 분이 정녀를 하다가 나왔어. 그리고 오랜 시간을 세속에서 힘들게 살으
셨어. 교단 조직은 그 여자를 버렸어요. 그런데 스승은 마음을 그 기운을 다 
쓰고 계시구나.. 세속 속에서 어찌 보면 교단이라는 것도 하나의 보호, 보호 
체제잖아요. 그것이 그 끊어진 상태에서 많은 시련을 겪을 거 아니에요? 그 
시련 속에서 뭔가 새롭게 피어날 진리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호념이 있으신 
것 같아. 믿어주고 기대를 하시더라구요. (참여자 1) 

미로를 헤맨다기보다 멀리서 등불이 보이니까 그 불빛을 향해서 같이 찾아가
는 과정이 되는 거 같애. 그니까 흥미롭고 재밌어지는 거지. 그리고 사람들이 
그 빛을 발견하는 순간이 진짜 기쁜 거 같애요. 뭔가 조금 더 자기하고 접촉
해서 자기 안에서 내면에서 뭔가 올라온 걸 감지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고통
스럽고 힘들고 이 사람이 얼마나 두렵거나 아프거나 화나거나 그거는 알아. 
요 뒤에 어떤 희망이 올지를 난 너무 믿는 거 같애... 이것을 겪고 났을 때는 
우리한테 무엇이 올까. 어떤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고통을 견뎠을 때 궁극
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뭘까 라는 것에 대해서 희망이 있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아직은 모르지만 그가 그 스스로 그것을 그 고통을 다 겪고 
나올 수 있도록 어떤 푯대가 된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북극성 같은 거라고 
해야 할까. 정말 그런 사람 안에는 자비로운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은 거지.  
(참여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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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에서는 van Manen(1990)의 해석학적 현상학의 연구방법을 적
용하여 자비 체험을 탐구하였다. 자비의 실천적 체험 속에서 나타나는 다
양한 양태에 대한 현상학적 기술에 선행 연구와 문헌학적 해석을 추가함
으로써 자비 체험의 본질을 선명하게 드러내고자 하였다. 본 연구참여자들
의 체험을 통해 드러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참여자들은 고통받
는 이들과 함께 하려는 지향과 생명에 대한 감수성을 공통적으로 나타냈
다. 이렇듯 자비로운 동기와 성품은 자신의 삶에서 겪었던 고통의 체험과 
자신이 받았던 충만한 사랑의 체험이 함께 어우러져 일어난다는 것이 관
찰되었다. 또한, 고통을 없애주려는 것이 자비가 아니고, 도움을 주는 우
월한 자의 입장에 서는 것도 자비가 아니며, 간절한 염원과 현존의 자세로 
고통을 함께하고, 고통받는 자를 최선을 다해 존중하는 태도로, 고통 끝에 
오게 될 성장의 결과에 대해 희망을 갖는 것이 자비임을 살펴보았다.

건강한 자비라 할 수 있는 태도는 무엇인가에 대해 본 현상학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와 선행 연구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
째, 건강한 자비라 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상호의존적, 상호연결적 존재라
는 것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타인이 자신의 자존감이나 안
녕감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타인의 존재 그 자체가 나의 행복과 직접적이
고 의존적인 관계에 놓여있다는 상호연결성에 대한 인식은 자비를 실천하
려는 행위에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겠다. 상호의존적 발생이라는 불교의 연
기(緣起)적 사유에 비춰볼 때 우리는 절대적으로 독립된 존재일 수 없다. 
본 연구에서도 드러났듯이, 고통을 함께 하는 체험 속에서 정서전염과 같
은 현상은 흔히 경험된다. 내 앞의 존재가 행복하면 나도 곧 행복해지고, 
불행하면 함께 불행해진다는 사실은 정서전염이라는 현상 속에서 우리가 
상호의존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둘째, 고통과 고통받는 타인에 대한 마음챙김의 태도를 갖추는 것이 필
요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마음챙김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지혜로운 태도



81

이며, 불교에서 지혜를 계발하기 위한 대표적인 수행 방편이다. 고통받는 
이를 구제하려는 이가 충분히 지혜롭지 않다면 양자에게 모두 더욱 큰 고
통을 초래할 뿐이라는 것은 불교와 심리학에서 모두 강조하는 점이다. 자
비수참법에 따르면 “자비는 지혜의 미묘한 작용이고 지혜는 자비를 근본
으로 삼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만일 지혜가 없다면 어찌 자비가 있겠는
가! 자비가 있는 자라면 틀림없이 지혜를 갖춘 사람이다.”고 하면서 자비
와 지혜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심리학 내에서도 자비를 실천하기에 앞서 타인의 고통에 대한 정확한 
공감적 이해와 자신의 대처역량과 가능한 자원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선
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Goetz(2008)는 자비 평가 과정
(compassion appraisal process)을 제시하면서, 자비를 경험할 때 우리
가 어떠한 인지적 평가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해 개관한 바 있다. 자비를 
실천하고자 할 때, 자기 자신의 대처역량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자비를 받
는 대상이 자신의 목표와 합치되는 경우 자비의 결과가 만족스러워진다고 
제시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대처역량에 대한 객관적 이해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자비는 또한 상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공감적 이해
를 필요로 한다. 자신의 결핍된 욕구를 투사하거나, 우월감이나 자기 자신
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상대의 현재 정서 상태가 어떠한지, 진
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처럼 불
교 뿐 아니라 심리학에서도 자비와 지혜를 모두 함양할 필요를 강조하는
데, Germer와 Siegel(2014)도 이타적이거나 친사회적인 도움에 앞서 개인
이 자신과 상대와 상황이 요구하는 바를 볼 수 있는 혜안을 갖기 위해 충
분한 지혜를 닦아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셋째, 고통을 나쁜 것이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 그대로 경험하
고, 감내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 고통을 함께 할 수 있는 평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다른 존재의 고통을 감수한다는 것은 한 개체
의 생존과 안녕에 있어서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일 수 있다. 
Schmithausen(2014)은 붓다에게조차 평정과 자비 사이에 긴장이 존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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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역설하며, 불교 전통 안에서도 자비와 평정은 오랜 논쟁의 주제
가 되어왔음을 지적한 바 있다. 심리학에서도 고통감내력(distress 
tolerance)이 다양한 정신장애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주목받으며 이를 기
르기 위한 다양한 방략이 모색되고 있다. Strauss(2015)도 자비의 구성요
인에 자비의 실천 과정에 있어서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측면을 포함시켜
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 현상학 연구를 통해 새롭게 드러난 바는 자비는 
타인의 고통을 괴롭게 견디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끝에 도달하게 될 것에 
대한 희망과 믿음으로 함께 하는 여정이라는 점이었다. 이는 고통이 나쁘
고 없애야 할 것이라는 관점으로부터 고통의 체험이 자신에게 자원이 되
며, 또 타인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새로운 조망을 갖는 것에서 
시작한다. 

한편, 불교적 관점의 평정이란 단순히 고통을 견디는 능력을 넘어선다. 
이중표(2005)는 자비의 토대가 되는 평정은 자아의식에서 벗어남으로써 
얻게 된다고 보았다. 즉, 평정심에 기반한 자비를 행하기 위해서는 자타의 
이분법적 구분과 독립적 자아라는 허상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본 
현상학적 연구에서도 자신의 상처와 직면하고, 자기몰입적 태도를 벗어나
는 것이 타인의 고통으로 더 다가가는 길임이 드러났다. 자기중심적 태도
로부터 벗어날 때라야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평정이 유지된다는 역설이 
다시 한번 제기되었다. 

『증일아함경(增一阿含經)』 제39권에 따르면, 붓다와 보살은 ‘자비의 갑
옷을 입고 중생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로 그려진다. 타자의 고통으로 걸어 
들어가는 일, 전염될 것을 알고도 방역 도구 없이 그 고통에 손을 대는 일
을 어떤 이들은 용감하게도 감내해낸다. 무엇이 이러한 일을 가능하게 하
는가? 타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이 자신의 고통을 덜기라도 한다는 것인
가? 자신의 고통 위에 얹혀진 타자의 고통까지 짊어진 그가 어떻게 소진
되지 않고 버틸 수 있는가? 

타인에게 보상이 주어지는 것을 볼 때 관찰자의 두뇌 피질이 자신이 보
상을 받을 때와 같이 동일하게 활성화된다는 신경학적 연구 결과(Hare, 
Camerer, Knoepfle, O'Doherty, & Rangel, 2010)를 통해, 자비의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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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우리의 두뇌는 타인에게 주어지는 보상과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을 구
분하지 않는다는 것을 추론해볼 수 있다. 그러나 심리적 보상이 아닌 고통
을 공유하는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
호하는 길이 될 수 있는가?

수용전념치료(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ACT)에서는 
체험회피(experiential avoidance)가 다양한 정신장애의 발현과 유지에 
기여한다는 것을 강조한다(유성진, 2010; Hayes et al., 2004). 자신의 고
통을 기꺼이 경험하지 않으려는 회피적 태도와 마찬가지로 상대의 고통에 
대해 동참하지 않으려는 것은 현상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고통에 대한 체
험회피와도 같다. 자비의 과정은 자타의 고통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상
대의 고통을 위로하고, 또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이더라도 그 고통을 함께 
견디며 있어주는 것일 수 있다. 고통을 함께 하는 과정 속에서는 과거에 
자신이 경험했으나 의식하지 못했던 아픔과 위로받지 못했던 상처들이 자
타의 구분이 모호해진 채 동시적으로 펼쳐진다. 타인의 고통을 위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타인에게 과거 혹은 현재의 자신을 대입하
고 동일시하며, 상호전염의 과정 속에서 누구의 고통인지 모를 고통이라는 
현상을 함께 위무하고 치유한다. 즉, 고통은 회피하려는 순간 속에 있지, 
기꺼이 경험하는 속에는 있지 않으며, 고립된 자기몰입적 고통은 있으되, 
상호공유된 고통은 더 이상 전과 같이 고통스럽지 않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정서전염 상태에 있다는 것을 그 순간 바로 자각할 수 있
다면 전염된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통찰이 제시되었다. 이는 자신
의 정서 상태에 미치는 타인의 영향력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을 환기시킨다. 또한 자신의 내적 상태를 자각할 수 있는 역량이자, 자신
과 타인의 고통조차도 비판단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챙김의 태도가 
정서전염에서 자비로 가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라 하겠다. 또한 그 과정에서 타인에게 영향받은 상태를 자신이 발생
시킨 것으로 잘못 해석할 경우, 정서전염 상태로부터 벗어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타인을 향한 자비로운 관심을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도 해
석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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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가정과 선이해가 참여자
들의 체험을 듣는 데 제한이 되었을 수 있다. 연구자는 자비가 직간접적으
로 겪어본 자신의 고통의 체험으로부터 출발하며, 자신의 고통과 유사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자비를 경험할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참여자들과의 면담에서 일부는 자신의 고통에 
가까운 측면에 더 열려 있었지만 또 일부 참여자들은 특히 더 자비를 경
험하게 되는 대상이 따로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자신의 고통과 
유사하다고 하여 자신의 상처를 타인에게 투사하는 것으로 자비를 경험한
다면 이는 무수한 자기복제로서 타인을 경험하는 것이지, 타자성 그 자체
를 경험하는 태도는 아니라고 지적된다(Zahavi, 2019). 본 연구를 통해, 
사랑받은 경험과 더불어 고통의 체험은 고통받는 타자를 인식하고 공감적 
관심을 보일 수 있는 마음의 틀을 넓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자비의 
범위를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으로 연구자의 이
해가 수정되었다. 

연구자 자신의 생활 세계에서 상담자로서 과도한 감정이입을 하며 소진
된 상태에서 자비라는 주제를 탐구하였는데, 연구자의 이러한 상태는 자비
와 관련된 정서 체험에 있어서 정서전염이나 고통의 대속과 같은 자비의 
괴로운 측면에 더 초점을 맞추게 한 것으로 보인다. 자비를 통한 정서적 
정화, 행복감의 경험과 같이 자비가 지닌 긍정적인 정서 측면을 더 깊이 
살펴보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따라서 향후, 자비를 통해 어떻게 
고통과 같은 부정 정서만이 아니라 행복과 만족감, 감사와 같은 긍정적인 
정서도 전염되고 공유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둔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후속 연구를 통해 더 깊이 탐구해보고 싶은 점, 면담에서 더 심층적으
로 질문한다면 좋을 측면들은 다음과 같다. 상대에게 자비를 느끼고 그것
이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타났을 때의 체험, 그리고 양자가 만족스러울 수 
있었던 상황과 그렇지 않았을 때는 무엇이 달랐는지, 누군가 나에게 자비
를 느끼고 도와줬을 때의 체험과 도움을 받았을 때의 느낌, 남을 돕고 나
서 오히려 후회하거나 화가 났을 때, 남에게 도움을 받고 나서 오히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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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 좋지 않았던 체험들도 살펴본다면 더욱 지혜로운 자비를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타인 뿐만 아니라 자기자비와 관련된 
체험, 타인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자비로운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자비롭
지 못한 데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는 무엇이 있을지, 자신의 상처와의 연결
과 단절이 타인을 향한 자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좀 더 깊이 살펴볼 필
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자비를 경험할 때의 신체감각, 자비라는 
현상 속에서 상호주관성은 어떻게 발현되는지 등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살펴본다면 자비 체험의 더 다양한 색채를 탐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자비 체험의 다양한 양상을 살펴보고, 또 그 안에서 공통점
과 특수성을 찾아보는 것에 역점을 두었기에, 자비의 본질을 깊이 탐구하
기에 부족함이 있다. 또한 더 많은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면담의 시간과 깊
이를 더할 수 있다면 자비라는 체험의 다양함을 더 풍부하게 담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후 연구에서는 자비라는 체험의 순간이 담고 있는 
더욱 생생한 일화들을 담아냄으로써, 연구를 접하는 이들로 하여금 자비 
체험에서의 정서적 속성을 더 깊게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면 더 좋
은 현상학적 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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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 정서전염과 자비의 관계에서 
자기몰입과 마음챙김의 역할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통받는 타인을 대할 때 
발생하는 정서전염이라는 현상 속에서 자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챙
김과 자기몰입이 각각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1
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고통에 대한 비판단적인 마음챙김의 태도가 자비
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자기몰입적인 태도가 자비를 저해
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른 존재의 고통을 감수한다는 것은 한 개체의 생존과 안녕에 있어서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일 수 있다. Nyima와 Shlim(2004)은 정신건강
전문가와 같은 돌봄 제공자들에게 있어 자비란 놀라운 자질이지만, 자신을 
소진되게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연구 1에서도 드러났
듯이 자비를 실천하는 과정에서는 타인의 부정적인 정서에 대한 대리적 
경험과 전이, 공감피로(compassion fatigue)와 같은 복합적인 정서전염의 
과정이 일어나므로, 직업적 소진을 초래하거나 개인의 정신건강이 위협받
는 것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Decety, 2007; Figley, 1995). 또한, 타인의 
고통을 마주해야 하는 상담자들에게 있어 정서전염의 민감도가 높을수록 
공감피로 수준이 높았다는 점은 정서전염 수준에 따라 자비의 수준도 다
르게 나타날 수 있는 점을 시사한다(이정은, 2016).

정서전염이 정신건강 및 자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혼재된 결과들
이 제시되고 있다. 정서전염은 공감적 관심이 일어나는 시작점이 되며
(Eisenberg & Fabes, 1990), 이타적 행동을 촉진할 뿐 아니라(김정식, 김
완석, 2007), 높은 자존감과도 상관을 보였다(김미애, 이지연, 2013). 정서
전염은 전염되는 정서가에 따라 긍정 정서전염과 부정 정서전염으로 나뉠 
수 있다(Doherty, 1997). 긍정 정서전염을 유도한 집단의 경우, 집단 내 
협력이 증가하였고, 갈등이 줄었을 뿐 아니라, 구성원들이 집단의 성과를 
높게 평가하는 결과를 보였다(Barsade, 2002). 또한, 긍정 정서를 공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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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집단은 집단에 대한 만족도와 몰입도가 높았을 뿐 아니라 구성원들 간
에 더 많은 도움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Chi, Chung, & Tsai, 
2011; Rhee, 2006). 

반면, 부정 정서전염을 유도한 경우에는 부가적인 개인적 고통을 초래
하거나 자기초점적 주의를 유발하였다(Wood, Salzberg, & Goldsamt, 
1990). 또한, 지나친 공감을 통해 과잉각성된 상태는 오히려 타인을 공감
하는 태도를 철회시키며(Decety, 2007), 정서전염 민감도가 높은 사람이 
높은 정서적 소진을 나타낸다는 다수의 결과들도 제시된 바 있다(Moore 
& Cooper, 1996; Omdahl & O’Donnell, 1999; Siebert, Siebert & 
Taylor-McLaughlin, 2007; Wilkerson, 2009). 한편, 상담자들의 부정 
정서전염 민감성이 높을수록 공감피로가 높아지지만, 이를 자기자비가 부
분 매개한다는 결과는 정서전염의 부정적인 효과를 자기자비가 완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이정은, 2016). 

그러나 자기자비에 국한된 경우가 아닌, 고통받는 타인의 정서에 공감
하고, 개입하려는 자비와 정서전염이 어떠한 관계인지에 대해서는 경험적 
연구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긍정 정서전염과 
부정 정서전염 각각이 정신건강 및 공감적 태도와 상반된 관계를 보인다
는 앞선 연구 결과에 따라 자비와의 관계에서 또한 그 둘을 나누어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정서전염과 자비 간의 비일관적인 관계가 보고된다는 점을 볼 
때, 정서전염과 자비의 관계를 매개할 또 다른 요인이 존재할 가능성을 고
려할 수 있다. 또한, 공감적 관심이 자비나 이타행동을 매개한다는 결과들
이 제시되고 있지만(Batson, 2009; Decety, 2007), 의식적이고 능동적인 
공감과 달리 비의식적인 경우가 많고, 수동적으로 일어나는 정서전염의 경
우 자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다. 

비의식적 정서전염의 상태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정서 및 각성 상태에 
대한 원인을 알기 어렵거나 잘못 추론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역행차폐
(backward masking) 기법을 이용하여 겁에 질린 표정의 얼굴 자극을 보
여주는 경우, 피험자의 편도체가 활성화되고 공포와 관련된 생리적 반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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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되지만, 피험자는 자신의 정서적 각성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고, 또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적절히 추론하지 못하였다. 또한 역치 하로 타인의 얼굴 
표정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공감에 관여하는 피질 영역들이 활성화되지만, 
참여자는 자신의 상태가 타인의 정서를 지각함으로써 일어났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였다(강준, 2012; Ibanez et al., 2011). 이러한 결과는 우리
가 순식간에도 타인의 정서에 자동적으로 반응하고 전염되지만, 정서를 점
화한 원인을 정확히 추론해내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만약, 타인의 고통을 목격한 후, 부정 정서가 전염된 사람이 자신의 정
서적 상태의 원인이 타인에게서 비롯됐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어
떤 결과가 발생할 것인가? 긍정 정서를 유도했을 때와 달리 부정 정서는 
자기초점적 주의(self-focused attention)를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
러한 결과는 우리가 타인의 부정 정서를 접했을 때 주의가 자기 내부로 
향하고, 타인보다는 자기에게 몰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Wood, Salzberg, & Goldsamt, 1990). 

자기몰입(self-absorption)이란 자신의 내적인 측면에 과도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쉽게 다른 곳으로 주의 전환하지 못하는 경직되고 병리적인 자
기초점적 주의를 일컫는다(Ingram, 1990). 이지영, 권석만(2005)은 이를 
반영하여 자기초점적 주의를 적응적인 ‘일반적 자기초점적 주의’와 부적응
적인 ‘자기몰입’으로 구분하여 자기초점적 주의의 양면성을 밝힌 바 있다. 
과도한 자기몰입은 우울, 불안, 사회불안과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을 뿐 아
니라(이지영, 권석만, 2005; Monfries & Kafer, 1993; Scheier & 
Carver, 1977; Woody, Chambless, & Glass, 1997), 적응적인 주의 분
배에 실패함으로써 우울, 반추, 수치심 등의 이차적 고통을 유발하였다
(Ingram, 1990). 

그렇다면 자기에게 더 주의를 많이 기울이게 되는 사람들은 타인의 고
통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보이게 될까? 우울한 개인들이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의 결핍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지만(Wright et al, 2009), 
이는 공감하는 능력의 결손이 아니라, 상대방이 아닌 자신의 고통에 더 주
의를 기울이기 때문일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우울한 사람들은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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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타인을 보았을 때, 자신의 고통스러웠던 과거 기억을 떠올리거나, 상
대방이 아닌 자신의 고통에 초점을 맞추게 됨으로써 상대를 향해 주의를 
확장시키거나 공감하지 못하고, 도움 행동으로 이행하지도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Schreiter, Pijnenbor, & Aan Het Rot, 2013). 위의 연구에서 타
인의 고통에 대해 실제로 이타적이거나 자비로운 행동을 보인 사람들이 
타인의 고통에 접촉한 후에도 긍정적 정서 상태로 곧 회복되었던 것에 반
해, 과도하게 자기몰입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부정 정서의 각성 
수준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결과도 흥미롭다. Lawrence 등(2007)의 연구
에서도 과도한 자기초점적주의가 공감적 반응을 저해한다는 결과가 도출
되었는데, 이는 자기몰입이 공감과 자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
성을 시사한다. 

앞서 살펴본 선행 연구에 따르면, 부정 정서 상태 속에서는 자기몰입이 
더욱 쉽게 활성화되므로 타인의 부정적인 정서 상태에 영향받은 사람은 
자기 내부에서 그 원인을 추론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부정적 상태에 대한 
내부 귀인은 우울증 뿐 아니라 다양한 심리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
져있다(Heimberg, Vermilyea, Dodge, Becker, & Barlow, 1987; Klein, 
Fencil-Morse, & Seligman, 1976). 뿐만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전해진 1
차적 부정 정서 상태에, 내부 귀인을 통한 2차적 부정 정서 상태까지 더
해진 개인은 주의를 자신에게 더욱 할당시키게 될 것이다. 자신의 부정적 
상태를 처리하느라 자기몰입된 사람에게 있어 타인을 향한 자비는 이미 
요원한 일이 되어버린다. 따라서, 타인의 고통에서 전이되는 부정 정서 상
태를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자신이 현재 과도하게 자기몰입된 상태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즉 타인과의 정서적 교류 과정에서 마음챙김을 유지
하는 것은 자신의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
겠다.

과도한 자기몰입이 부적응적인 자기초점적 주의에 해당한다면, 마음챙
김(mindfulness)은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되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에 매
몰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적 경험으로부터 탈동일시할 수 있는 비판
단적인 태도를 말한다. 자기몰입이 공감의 결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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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챙김은 공감의 조망수용(perspective-taking), 공감적 관심(empathic 
concern)의 측면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어 왔다
(Beitel, Ferrer, & Cecero, 2004). 또한 마음챙김 훈련 집단에서 통제 집
단에 비해 공감 수준이 유의미하게 상승하였다는 결과들은 마음챙김이 차
갑거나 중립적인 인지적 특성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비판단적인 태도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는 태도를 함양시키고, 이러한 태도가 공감이나 자
비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Shapiro, Astin, Bishop, & 
Cordova, 2005). 

마음챙김이 자비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나타낸다는 다양한 결과들도 
제시되어왔다. 마음챙김은 자기자비를 향상시키고(김완석, 신강현, 김경일, 
2014; Birnie, Speca, & Carlson., 2010; Shapiro et al., 2005), 자비명
상이 자기자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왕인순, 조옥경, 2011; 조현
주, 2012; Weibel, 2007). 뿐만 아니라, 마음챙김이 부정적인 사회적 경험
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완충하는 역할을 하고, 공감과 정적 상관을 보인다
는 결과(Shapiro, Astin, Bishop, & Cordova, 2005)는 부정 정서전염의 
과정에서 마음챙김이 부정적 정서반응을 감소시키고, 자비를 촉진하는 역
할을 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이나 정신건강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마음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감소(MBSR) 프로그램이 공감을 
증진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상반된 결과(Beddoe & 
Murphy, 2004; Galantino, Baime, Maguire, Szapary, & Farrar, 
2005)는 마음챙김과 공감적 태도, 나아가 자비와의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탐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서전염에서 자기몰입으로 이어지게 되면 부정
적 정서 반응은 증폭되고, 자비로 나아가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부적응적
으로 함몰된 채로 남게 될 수 있다. 이를 얼마나 알아차리고 자기몰입 상
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부정 정서를 마주해야 하는 자비의 과정에서 
마음챙김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지가 자비로 나아가는 데 있어 결정적
인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서전염에서 자비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자기몰입이 실제로 자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마음챙김이 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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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정적으로 매개하는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 경험적으로 탐색한 연구
는 없었다.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본 연구 1에서 도출된 내용과 선행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상대의 
고통을 볼 때 자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고통에만 과몰입하는 것
이 아니라, 고통에 압도되지 않는 마음챙김의 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타인으로부터의 부정적인 정서가 전염된 상태
에서는 상대를 향해 주의를 지속하기보다는 과도한 자기몰입으로 빠지기 
쉽다는 결과를 감안하면, 부정 정서전염의 상태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예측해볼 수 있다. 또한 부정 정서전염 상태에서 마음챙
김을 유지하는 것이 자비로 가는 관계를 매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부정 정서전염 상태에서 자비로 가는 관계를 자기몰입이 부적으로 매개하
는 지에 대해서도 경험적으로 입증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또한, 긍정 정서전염이 집단의 협력과 이타성을 촉진한다는 결과가 제
시되고 있지만, 자비와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없었다. 긍정 
정서 상태가 인지기능 및 주의를 확장한다는 Fredrickson(2012)의 결과
는 긍정 정서전염 상태에서는 주의가 자기에게로 협소해지는 자기몰입과
는 부적인 관계를 나타낼 수 있음이 시사된다. 또한 상대의 행복한 정서 
상태에 자동적으로 동기화되는 긍정 정서전염이 상대가 행복하고 평안해
지기를 바라는 자비와도 정적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추론해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이 관계에서 자기몰입과 마음챙김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경험적으로 입증된 바는 없었다.  

따라서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드러난 정서전염과 자비의 관계에서 자
기몰입과 마음챙김의 역할에 대해 양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정서전염이
라는 현상 속에서 자비로 가는 관계에서 자기몰입이 부적인 매개 역할을 
하는지 밝히고, 마음챙김이 자비를 정적으로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지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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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 또한 긍정 정서전염과 부정 정서전염 각각을 나누어 자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검증하였다. 특히, 타인의 고통스러운 정서경험에 압도될 
수 있는 부정 정서전염과 자비의 관계에서 자기몰입과 마음챙김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탐색하였다. 정서전염과 자비, 자기몰입과 마음챙김의 관계
에 대한 탐색적인 단계로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에 대한 답을 얻
고자 하였다. 

가설 1. 정서전염은 자비 및 마음챙김과 정적 관계를, 자기몰입은 자비 및 
마음챙김과 부적인 관계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 2. 정서전염과 자비의 관계에서 마음챙김은 정적 매개변인으로서, 자
기몰입은 부적 매개변인으로서 기능할 것이다. 

가설 3. 긍정 정서전염과 자비의 관계에서 마음챙김은 정적 매개변인으로
서, 자기몰입은 부적 매개변인으로 기능할 것이다. 

가설 4. 부정 정서전염과 자비의 관계에서 마음챙김은 정적 매개변인으로
서 기능하고, 자기몰입은 부적 매개변인으로서 기능할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참여자는 전국에서 총 3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연구조사 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진행하였고, 불성실하게 응답
한 자료를 제외한 300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 가운데 남성은 150
명(50%), 여성은 150명(50%)이었다. 참여자들은 모집 문건을 본 후 자발적으
로 참여하였고,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기프티콘 및 리서치 업체에서 제
공하는 상품을 받았다. 연구 참여에 소요된 시간은 15～20분 정도였다. 본 
연구는 기관 생명윤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았다(IRB No. 1811/0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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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도구

한국판 정서전염 척도(Korean Emotional Contagion Scale, K-ECS). 
Doherty(1997)가 개발하고, 김미애와 이지연(2015)이 타당화한 척도로서, 
타인의 정서에 자동적으로 동기화되는 정서전염 민감성을 측정하는 척도
이다. 긍정 정서전염 요인 6문항, 부정 정서전염 요인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의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척도의 연구자들이 
제시한 내적 일관성(Cronbach’s α)는 .83이었으며, 긍정적　 정서전염은 
.85, 부정적　정서전염은 .6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내적 일관
성는 .80이었으며 긍정적　정서전염은 .82, 부정적　정서전염은 .64로 나
타났다.

자비 척도(Lovingkindness-Compassion Scale, LCS). 본 척도는 서양
의 자기자비 척도나 자비적 사랑 척도의 개념적 한계를 보완하고 초기 불
교에 기반한 자비의 개념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국내 연구진인 Cho 등
(2018)이 개발한 척도이다. 초기불교 수행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예비 문항
을 수집하였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타당화하였다. 본 척도는 15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다는 보편성(universality)
에 대한 자각에서 비롯되는, 타인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따뜻한 사랑
(loving-kindness)과 타인의 고통에 접촉하고, 도와주려는 마음인 연민
(compassion)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척도는 기존의 자비척도에 비해 자
기중심성의 탈피 및 상호연결적 태도를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의 취지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선택하였다. 사랑, 연민, 자기중심성(역문항)
의 3요인 모델(χ2=151.6, df=85)의 적합도는 TLI=0.915, CFI=0.931, 
RMSEA=0.057로 보고되었다. 본 척도는 자기자비(r=.55, p<.001)와 자비
적 사랑(r=0.63, p< .001)과는 중간 이상의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삶의 
만족도, 공감과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원척도의 연구자들이 
제시한 전체 척도의 내적 일관성는 .85였으며, 사랑 .75, 자기중심성 .72, 
연민 .78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내적 일관성는 .82였으며, 사랑 



94

.75, 자기중심성 .72, 연민 .72로 나타났다.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 척도(Scale for Dispositional Self-focused 
Attention in Social situation, SDSAS). 자기몰입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이지영과 권석만(2005)이 개발한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 척도 가운데 자기
몰입 요인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적응적인 일반적 자기초점적 
주의와 부적응적인 과도한 자기몰입의 2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자기초점적 주의의 적응적/부적응적 측면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원척도는 5점 리커트의 30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
서는 자기몰입 요인의 21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원척도의 연구자들이 제시
한 자기몰입요인의 내적 일관성는 .94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95로 나타났
다. 

개정된 인지적 및 정서적 마음챙김 척도(Cognitive and Affective 
Mindfulness Scale-Revised, CAMS-R). 마음챙김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Feldman 등(2007)이 개발하고, 조용래(2009)가 타당화한 척도로, 알아차
림, 주의, 수용의 3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의 10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이다. 원척도의 연구자들이 제시한 내적 일관성는 .74였으며, 
알아차림 .59, 주의 .75, 수용 .44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전체 .84, 
알아차림은 .75, 주의는 .77, 수용은 .68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본 연구의 평균, 표준편차, 빈도분석, 상관분석은 SPSS 23.0을 사용하
였으며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 Hayes(2013)의 Process Macro 3.3을 사용
하였다. 먼저 연구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변인의 기초 통계량을 살
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시행하였고, 변인들과의 상관 관계를 파악하
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전체 정서전염과 자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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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마음챙김과 자기몰입의 매개효과와 긍정 정서전염, 부정 정서전염 
각각이 자비에 미치는 관계에 있어서 마음챙김, 자기몰입의 매개효과를 분
석하기 위해 Process Macro의 Model 4를 적용하였다. 또한 매개모형에
서의 간접효과 크기가 유의한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활
용하여 검증하였다.

결    과

인구통계학적 특성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4에 제시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인
에 따른 자비 척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알아본 뒤, 집단 간 자비 척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전체 집단의 자비 평균은 52.51(SD=6.77)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의 왜도, 첨도를 확인하였을 때 두 가지 모두 절
대값이 1을 넘지 않아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자비 수준은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났고, t=3.01, p<.01, 연령이 증가할
수록 높아졌다, F(3, 296)=13.44, p<.001. 종교별 자비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학력 수준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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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 수준에 따른 집단별 차이 검증

자비 수준에 따라 각 변인들이 차이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기 위해 자비 
상위 20%, 하위 20%에 해당하는 집단으로 나누어 차이를 검증하였다(표 
5). 그 결과 자비가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정서전염, 긍정 정서전
염, 마음챙김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자기몰입에서는 유
의미하게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으나, 부정 정서전염에서는 유의미한 차이
가 발견되지 않았다. 

특성 구분 인원수 (명) 비율 (%)
자비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 150 50.0 53.67 6.29
여 150 50.0 51.35 7.05

연령

20-29세 58 19.3 50.64 6.24
30-39세 89 29.7 50.10 6.29
40-49세 83 27.7 53.48 6.47

50세 이상 70 23.3 55.99 6.52

학력
고등학교 졸업 52 17.3 51.50 6.95
대학교 졸업 212 70.7 52.47 6.65
대학원 이상 36 12  54.25 7.10

종교

개신교 64 21.3 55.53 7.13
천주교 28  9.3 51.68 7.38
불교 44 14.7 51.84 6.42

원불교 1   .3 69.00 　-
기타 9  3.0 50.56 4.19

종교없음 154 51.3 51.61 6.30

표 4.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집단별 자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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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01.

  *p<.01. **p<.001. 

상위 20%
(n=68)

하위 20% 
(n=66)

t Cohen’s d

자비 61.63(3.52) 43.67(3.44) -29.86*** 5.20
 사랑 19.57(2.46) 12.82(2.44) -15.96*** 2.78
 연민 20.97(1.80) 15.41(2.25) -15.83*** 2.75
 자기중심성(-) 21.09(1.96) 15.44(2.53) -14.47*** 2.52
정서전염 40.01(4.47) 35.52(4.93) -5.54*** -.96
 긍정 정서전염 25.47(2.91) 21.86(3.05) -7.01*** -1.22
 부정 정서전염 14.54(2.48) 13.65(2.87) -1.93 -.33
마음챙김 27.85(4.25) 22.85(4.19) -6.87*** -1.19
자기몰입 49.79(14.22) 61.00(13.56) 4.67*** .81

표 5. 자비 상위/하위 집단별 차이 검증

　변인 1 2 3 4 5 6

1. 정서전염 - 　 　 　 　
2. 긍정 정서전염  .88** - 　 　 　 　
3. 부정 정서전염  .80**  .41** - 　 　 　
4. 자기몰입   .12** -.06  .31** - 　 　
5. 마음챙김  .27**  .37** .04 -.28** - 　
6. 자비  .38**  .46**  .13* -.29**    .41** -

평균 37.99 23.83 14.16 56.71 25.46 52.51
표준편차 4.65 3.08 2.44 14.01 4.72 6.77

왜도 -.14 -.22 -.28 .024 -.14 .06
첨도 .05 .03 .69 -.70 .19 .21

표 6.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및 변인들 간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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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분석

먼저 남녀를 구분하여 각각 척도 간 상관관계를 알아본 뒤 Fisher’s Z 
transformation을 사용하여 상관계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
가 없어 이후 성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표 6), 정
서전염은 마음챙김(r=.41, p<.001)과 자비(r=.38, p<.001)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자기몰입과는 약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r=.12, p<.05). 또한, 
긍정 정서전염과 부정 정서전염은 중간(medium) 정도 크기의 유의미한 상
관 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r=.41, p<.001. 긍정 정서전염은 자기몰입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고, 긍정 정서전염 수준이 높을수록 마음챙김
(r=.37, p<.001)과 자비(r=.46, p<.001)의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부정 정서전염의 경우, 마음챙김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고, 
자비와는 약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r=.13, p<.01. 이어서 부정 정서전
염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몰입 수준은 높게 나타났다, r=.31, p<.001. 또한 
자기몰입은 마음챙김(r=-.28, p<.001)과 자비(r=-.29, p<.001) 모두와 부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었다. 자비와 마음챙김의 관계는 중간 정도 크기의 유
의미한 정적 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r=.41, p<.001. 

정서전염과 자비의 관계에서 마음챙김과 자기몰입의 매개효과

정서전염이 마음챙김을 통해 자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Process Macro 4번 모형을 지정하여 단순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단순 매
개모형에서 독립변인은 매개변인과 종속변인에 인과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정서전염을 독립변인으로, 마음챙김을 매개변인으로 투입했을 때, 표 7과 같
이 정서전염은 자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38, 
p<.001, 정서전염이 높을수록 마음챙김 또한 높아졌다, B=.27 p<.001. 매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마음챙김입과 정서전염을 회귀식에 동시 투입하였다. 
그 결과, 마음챙김은 자비를 유의하게 설명했고, B=.34, p<.001, 정서전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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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에 미치는 영향은, B=29, p<.001, 로 나타나 정서전염이 자비에 미치는 
영향을 마음챙김이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마음챙김의 간접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Shrout와 Bolger(2002)가 제
시한 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하였다. 원자료에서 무선할당된 5,000개
의 표본으로 간접효과를 추정하였으며 95% 신뢰구간 사이에 0이 포함되
지 않은 경우에 유의확률 0.05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음챙
김의 간접효과를 분석한 결과(표 8), 95% 신뢰구간[.07, .21]이 0을 포함
하고 있지 않아, 간접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전염이 자기몰입을 통해 자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
여 Process Macro 4번 모형을 지정하여 단순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정
서전염을 독립변인으로, 자기몰입을 매개변인으로 투입했을 때, 표 8과 같
이 정서전염은 자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B=.38, 
p<.001, 정서전염이 높을수록 자기몰입 또한 높아졌다, B=.12, p<.05, 또
한, 자기몰입이 높을수록 자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B=-.34, p<.001, 정서전염이 자비에 미치는 정적 영향은, B=.42, p<.001, 
으로 높아져, 정서전염이 자비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몰입이 부분적으로 매
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주. CI=Confidence Interval; LL = 95% 신뢰구간 하한값; UL = 95% 신뢰구간 상한값.
***p<.001.

독립변인 종속변인 B SE    t
95% CI

F R2
LL UL

정서전염 자비 .38 .08 7.00*** .39 .70 49.06*** .14

정서전염 마음챙김 .27 .06 4.80*** .16 .38 23.05*** .07

마음챙김
정서전염

자비
.34
.29

.08

.08
6.45***

5.46***

.34

.27
.63
.57

48.66*** .25

마음챙김의 간접효과에 대한 Bootstrapping 결과
95% CI

매개변인 Indirect Effect Boot S.E LL UL
마음챙김 .13 .04 .07 .21

표 7. 정서전염과 자비의 관계에서 마음챙김의 매개분석 (N=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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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Kinnon 등(2000)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사이
에 매개변인을 설정하면, 매개변인이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를 일부 
혹은 전부를 설명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상관의 
크기는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사이에 제3의 변인을 
투입했을 때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 상관이 오히려 커진다면, 이는 그 매
개변인이 그 둘의 관계에 있어 억제효과(suppressor effect)를 나타낸다
는 것을 시사한다(조화진, 서영석, 2010에서 재인용). 따라서, 자기몰입의 
억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매개변인을 투입하기 전과 후에 정서전염이 자
비에 미치는 직접효과의 크기가 증가하는지 확인한 결과, 그림 3에서와 
같이 자기몰입을 투입하기 전의 직접효과는, B=.38, p<.001, 이었으나, 투
입 후, B=.48, p<.001, 로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정서전염과 자
비의 관계에서 자기몰입의 억제효과를 시사한다. 

자기몰입의 간접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Bootstrapping 방
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표 8), 95% 신뢰구간[-.13, -.01]이 0을 포함
하고 있지 않아, 간접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CI=Confidence Interval; LL = 95% 신뢰구간 하한값; UL = 95% 신뢰구간 상한값.
*p<.05, ***p<.001

독립변인 종속변인 B SE t
95% CI

F R2
LL UL

정서전염 자비  .38   .08  7.00*** .39 .70 49.06*** .14

정서전염 자기몰입  .12   .17  2.15* .03 .71  4.62* .02

자기몰입
정서전염

자비
-.34

  .42
  .02
  .07

-6.69***

 8.27***

-.21
 .46

-.12
 .75

50.53*** .25

자기몰입의 간접효과에 대한 Bootstrapping 결과

95% CI

매개변인 Indirect Effect Boot S.E LL UL

자기몰입 -.06 .03 -.13 -.01

표 8. 정서전염과 자비의 관계에서 자기몰입의 매개분석 (N=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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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정서전염 및 부정 정서전염과 자비의 관계에서 마음챙김과 
자기몰입의 매개효과

정서전염의 하위요인별로 나누어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긍정 
정서전염을 독립변인으로, 마음챙김을 매개변인으로 투입했을 때, 표 9, 
그림 4와 같이 긍정 정서전염은 자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고, B=.46, p<.001, 긍정 정서전염이 높을수록 마음챙김이 높아졌다, 
B=.37, p<.001. 또한, 마음챙김이 긍정 정서전염과 자비의 관계를 매개하
는 효과 또한 유의하였다, B=.28 p<.001, B=.36, p<.001. 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하여 마음챙김의 간접효과를 분석한 결과(표 10), 95% 신뢰구
간[.12, .35]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마음챙김의 간접 매개효과는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정서전염을 독립변인으로, 자기몰입을 매개변인으로 투입했을 때, 
표 10, 그림 5와 같이 부정 정서전염은 자비에 낮은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B=.13, p<.05, 부정 정서전염이 높을수록 자기몰입은 높
아졌다, B=.31, p<.001. 또한, 부정 정서전염이 자기몰입의 경로를 거치면 
자비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기몰입이 부정 정서전염
과 자비의 관계를 억제하는 매개효과 또한 유의하였다. 

그림 2. 정서전염과 자비의 관계에서 
마음챙김의 매개효과

***p<.001.

그림 3. 정서전염과 자비의 관계에서 
자기몰입의 매개효과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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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CI=Confidence Interval; LL = 95% 신뢰구간 하한값; UL = 95% 신뢰구간 상한값.
***p<.001

주. CI=Confidence Interval; LL = 95% 신뢰구간 하한값; UL = 95% 신뢰구간 상한값.
*p<.05, ***p<.001

독립변인 종속변인 B SE    t
95% CI

F R2
LL UL

긍정 정서전염 자비 .46  .11  9.03*** .80 1.24 81.58*** .21

긍정 정서전염 마음챙김 .37  .08  6.93*** .41 .73 48.06*** .14

마음챙김
긍정 정서전염

자비
.28
.36

 .08
 .12

 5.28***

 6.78***

.25

.56
.55
1.02

58.40*** .28

마음챙김의 간접효과에 대한 Bootstrapping 결과
 95% CI

   매개변인 Indirect Effect Boot S.E LL UL
마음챙김 .23 .06 .12 .35

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하여 자기몰입의 간접효과를 분석한 결과, 
95% 신뢰구간[-.46, -.03]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간접 매개효과 또
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긍정 정서전염과 자비의 관계에서 마음챙김의 매개분석 (N=300) 

독립변인 종속변인 B SE t
95% CI

F  R2
LL UL

부정 정서전염 자비  .13  .16  2.28*  .05  .68  5.18*** .02

부정 정서전염 자기몰입  .31  .32  5.58*** 1.15 2.38  1.17*** .09

자기몰입
부정 정서전염

자비
-.36
 .24

 .16
 .02

-6.36***

 4.26***

-.23
 .36

-.12
 .98

 3.17*** .14

자기몰입의 간접효과에 대한 Bootstrapping 결과
 95% CI

매개변인 Indirect Effect Boot S.E LL UL
자기몰입 -.31 .07 -.46 -.03

표 10. 부정 정서전염과 자비의 관계에서 자기몰입의 매개분석 (N=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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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긍정 정서전염과 자비의 
관계에서 마음챙김의 매개효과

***p<.001

그림 5. 부정 정서전염과 자비의 
관계에서 자기몰입의 매개효과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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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에서는 정서전염과 자비, 마음챙김, 자기몰입의 관계를 규명하
기 위하여, 마음챙김은 정서전염과 자비의 관계를 정적으로 매개하고, 자
기몰입은 정서전염과 자비의 관계를 부적으로 매개하는 변인으로 기능할 
것이라는 매개모형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에 따라 논의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정서전염은 자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는데, 그 관계를 마음챙김이 정적으로 부분 매개하였다. 둘째, 정서전염
과 자비의 관계를 자기몰입이 부분 매개하여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정 정서전염이 높아질수록 자기몰입도 증가하였고, 높아진 자기몰
입은 자비를 부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긍정 정서전염의 
경우 자기몰입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부정 정서전염
의 경우 자기몰입과도 정적인 상관을 보였고, 자비와도 약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타인의 고통에 영향을 받는 
부정 정서전염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몰입에 빠지기 쉽다는 사실을 나타
내며, 부정 정서전염이 자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자기몰입이 부적으로 매
개하여 자비를 억제하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타인의 부정 
정서로부터 영향을 쉽게 받는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자비로 나아갈 수도 있지만, 이 과정에서 타인이 아닌 자신에
게만 몰입하게 된다면 자비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부정 정서전염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있어 자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는 자기몰입에 대한 개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결과
라 할 수 있다. 

한편, 긍정 정서전염의 경우 자비와 가장 상관이 높은 변인이었고, 자
기몰입과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긍정 정서전염과 자비
의 관계를 마음챙김이 부분 매개하는 반면, 자기몰입은 매개효과를 나타내
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인의 긍정적인 정서 상태에 쉽게 동화
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몰입의 경로로 빠지기보다는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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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정서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자비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
다. Fredrickson(2001)은 긍정 정서의 확장 및 축적이론(broaden and 
build theory)을 통해 긍정 정서 상태에서 주의 및 인지력이 확장되고, 이
를 통해 자원이 축적되는 선순환에 대해 밝힌 바 있다. 긍정 정서가 회복
탄력적인 사고를 촉진하며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심리적 자원을 발
달시키며, 서로 돕고 협력하는 행동을 통해 사회적 자원을 구축하게 한다
는 결과는 본 연구 결과와도 부합된다(Fredrickson, Cohn, Coffey, Pek, 
& Finkel, 2008). 뿐만 아니라 긍정 정서를 공유하는 집단일수록 집단원
들 간의 협력과 도움 행동이 높았다는 선행 연구 결과(Barsade, 2002; 
Chi, Chung, & Tsai, 2011; Rhee, 2006)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들은 타인의 긍정적 정서에 영향을 받는 긍정 정서전염 상태가 주의
의 폭을 타인으로 확장하는 기능을 할 수 있으며, 이는 타인의 고통에 관
심을 가질 가능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자비로운 태도로 나아가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긍정 정서전염은 타인의 행복한 상태에 자동적으로 공명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타인을 자애롭게 대하고, 타인의 고통에 연민을 갖는 것을 넘어, 
타인의 행복을 시기하거나 폄훼하지 않고 마치 나의 일처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자질은 자비에 있어 매우 중요한 태도일 수 있다. 따라서 자비를 
증진하는 개입에 있어서 타인의 부정 정서에 공감하려는 노력 뿐만 아니
라 타인의 긍정적인 상태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태도를 함양하는 것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의 두뇌는 타인이 보상을 받는 것
을 볼 때에도 자신이 보상받을 때 활성화되는 복내측전전두피질(VMPFC)이 
동일하게 활성화된다고 한다(Hare et al., 2010). 이는 우리의 신경학적 기전
에 타인의 행복을 자신의 것처럼 느낄 수 있는 자비로운 토대가 갖추어져 있
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부정 정서전염과 자비의 관계에서 자기몰입은 자비를 억제하는 
유의미한 간접효과를 보인 반면, 마음챙김은 그 관계를 매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정 정서전염 수준이 높은 상태에서는 자기몰입으
로 이어지기 쉬우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기몰입된 상태에서는 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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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나타낸다. 마음챙김이 부정 정서전염과 자비의 
관계를 매개하지 못한 이유를 추론해보면, 첫째, 부정 정서전염과 마음챙
김의 상관계수 크기 자체가 작기 때문에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둘째, 일반인 대상 자기보고식 설문으로 측정한 마
음챙김이 실제 삶 속에서의 마음챙김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반영한다
기보다는 마음챙김의 특질적인 측면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마
음챙김 명상을 오랜 기간 해온 수행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하거나, 실제로 
마음챙김 훈련을 실시한 후, 사전 사후 비교를 통해 실험적으로 입증한다
면 부정적인 정서전염 상태에서도 마음챙김이 자비로 가는 관계를 매개할 
수 있는지 보다 엄밀하게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마음챙김과 자기
몰입이 자기 내부를 관찰하는 자기초점적 주의라는 공통적인 속성을 포함
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박성현과 성승연(2008)에 따르면 마음챙김 수
준이 높은 상태에서 높은 자기초점적 주의는 심리적 안녕감에 도움이 되
지만, 마음챙김 수준이 낮은 상태일 경우 오히려 심리적 안녕감의 저하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Shapiro, Schwartz와 Bonner(1998) 또한 높은 자기
초점적 주의가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타인에 
대해 자비롭고, 수용적이며 공정한 태도를 포함하는 주의를 개발해야 한다
고 강조한 바 있다. 

자비 수준에 따른 집단 차이 검증 결과에서, 자비 수준 상위 20% 집단
에서는 긍정 정서전염, 마음챙김 수준이 모두 높았고, 자기몰입은 낮았지
만, 부정 정서전염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자비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높은 마음챙김 수준을 유지함과 동시에 낮은 자기몰입 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며, 이러한 경우 부정 정서전염 민감도와 상
관없이 자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부정 정서전염보다, 
긍정 정서전염이 높은 자비 수준과 상관이 있었다는 점은 자비를 함양하
기 위한 노력에서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이나 연민만을 강조하기보다는 
타인의 행복을 시기하지 않고, 함께 행복감을 느끼는 태도 또한 강조될 필
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한편, 자비를 억제하는 것으로 밝혀진 자기몰입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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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나의 것’이라고 인식했던 정서 상태가 사실은 자신도 모르게 타인
의 정서로부터 영향받은 상태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출발점
이 될 수 있다. 최근 ‘체험적 탈자기참조적 과정(Experiential Selfless 
Processing; ESLP)’을 소개한 Hadash 등(2016)은 내외적 경험에 대해 
자기참조적인 해석과 평가를 내리는 과정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역
설한 바 있다. 이들은 기존의 마음챙김이나 수용에 기반한 접근들을 체험
적 자기참조적 과정(Experiential Self-Referential Processing; ESRP)이
라 분류한다. ESRP에서는 자신의 내적 경험과의 융합으로부터 탈동일시
할 수 있고, 그 순간의 경험에 체험적으로 접근한다는 면에서 관념적이고 
서사적인 자기개념을 강화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지만, 내적 경험을 ‘자
신의 것’, ‘자기가 주체적으로 발생시킨 것’으로 여기는 자기참조적 과정은 
여전히 남아있다. 따라서 체험적으로 경험에 접근하되, 그 경험된 현상이 
‘나의 것’이라거나 ‘내가 발생시킨 것’으로 동일시하지 않는, 탈자기참조적 
태도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마
음챙김이나 자비에 기반한 대안적 접근들에 있어서 자신의 내적 경험을 
탈자기참조적으로 대하는 개입이 더욱 강조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여러 측정 및 방법상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자기보고
식 설문을 통해서는 자비와 정서전염과 같은 측면에 대한 정밀한 측정에 
제한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들이 실제로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들을 충실히 반영하는 효과적인 도구인지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자기
보고식으로 측정된 정서전염과 자비의 상태가 실제 현상을 그대로 반영하
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실험
적 방법을 통해 정서전염을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자기몰입적 태도가 어
떻게 관찰되며, 자비가 행동적으로 발현되는 과정까지 검증할 필요가 있겠
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비와 유사한 태도인 공감, 자기자비의 관계까지 
다루지는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정서전염, 공감, 자비, 자기자비와 같
은 변인을 포함함으로써, 자타가 상호적으로 고통을 주고받는 상황에서 어
떠한 현상들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지 살펴보고, 각각의 변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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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기제들이 추가적으로 연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자비, 마음챙김의 하위요인별 관계를 추가로 탐색

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자비 척도의 사랑, 연민, 자기중심성(역문항) 
각각이 정서전염과 자기몰입과 어떤 차별적인 영향을 보이는지, 그리고 부
정 정서전염과 마음챙김, 자비와 마음챙김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더 깊게 
살펴본다면 최근 불교의 지혜와 자비에 기반한 치료적 개입에 있어서 추
가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자비와 자기몰입, 정서전염의 관계에 따라 정신건
강, 심리적 안녕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는 탐색하지 못했다. 또
한 정서전염이나 자기몰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우울, 불안과 같은 심리적 
상태 변인과 자비, 마음챙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후
속 연구에서는 타인의 고통 앞에서도 심리적 안녕감을 유지할 수 있는 건
강한 자비의 차원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살펴본 자기몰입의 측면은 자기 지향적인 주의의 
상태, 즉 자기초점적인 태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제한했다. 따라서 정서전
염 상태에서 자신의 정서적 상태에 대해 잘못 귀인하는 경향까지 충실히 
반영했다고 볼 수 없다. 향후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정서전염의 과정 속에
서 타인의 정서로 인해 영향받은 상태를 어떻게 귀인하는지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의식 수준에서의 귀인 양식 
뿐만 아니라 암묵적 도구를 활용하여 비의식 수준에서의 자기참조적 과정
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더 흥미롭고 신뢰로운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정서전염이라는 현상에 주목하여, 마음챙김이 자비를 정적으
로 매개할 수 있으며, 자기몰입이 자비를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라는 것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부정 정서전염과 마음챙김은 유의미한 상
관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마음챙김이 부정 정서전염에서 자비로 가는 관계
를 매개하지 못했다는 결과를 통해, 부정적인 정서 상태의 경우 마음챙김
만으로는 자비를 증진하는 데 충분한 개입이 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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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하였다. 자기몰입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끊임
없는 타인과의 정서적 교류 속에서 자신의 내적 상태에만 몰입하는 관찰
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과 또 그것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마
음챙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환기하고자 하였다. 그러한 정서전염
의 상태를 ‘자기의 것’으로 동일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태도로서 마음챙김이 기능할 때, 정서전염 속에서도 자비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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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3. 자비조망 훈련의 개발 및 효과 검증

본 연구는 타인이 자신의 정서 상태에 미치는 정서전염과 같은 현상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자기몰입적인 태도로 내부 귀인하지 않고, 자신과 타
인을 향해 자비로운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개인의 심리적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연구 1에서 
도출된 건강한 자비의 태도를 반영한 자비조망 훈련을 개발하였고, 연구 
2에서 정서전염과 자비의 관계에서 자기몰입이 감소되면, 자비가 증진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자기몰입을 감소시키기 위한 탈자기참조적 처치
를 훈련에 반영하였다. 또한, 연구 2에서 마음챙김이 정서전염에서 자비로 
가는 관계에서 정적인 매개역할을 한다는 결과에 따라 마음챙김 훈련 집
단과의 비교를 통해 마음챙김 훈련을 통해서도 자비가 증진될 수 있는지, 
그리고 자비조망 훈련과 마음챙김 훈련이 자기몰입 감소 및 심리적 건강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각각 살펴보고자 하였다. 

자비에 대한 심리학적 관심이 주목되기 이전에 20세기 후반부터 불교
의 마음챙김 명상이 지닌 다양한 심리치료적 효과가 입증되어왔다. 불교에
서 마음챙김 명상은 지혜를 증진하기 위한 대표적 수행방법으로 전승되어
왔다. 지혜와 자비는 깨달음의 양날개로 일컬어질만큼 불가분의 관계이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이 둘을 모두 함양할 것이 권장되어왔다. 심리
학계에서도 지혜와 자비 양쪽 모두를 함양하는 것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Neff와 Germer(2014)는 마음챙김 자기자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양자 모두를 함양하고자 하였고, CCT, CBCT, ReSource와 같은 자비 함
양 프로그램에서도 자비와 지혜의 양 측면을 균형있게 발달시킬 것을 강
조하고 있다. 

마음챙김 명상의 치료적 기제에 대한 이론들은 자신의 내적과정에 대한 
탈동일시가 이루어짐으로써 경험에 대해 자기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견해들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 자신의 내적과정에 대해 거리를 
두고 인식할 수 있는 힘은 반복적인 자동화 패턴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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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능동적으로 조망하고 선택해나갈 수 있는 힘을 부여한다. 
외부 환경의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시공간적으로 연속적인 자아(自我)

를 인식하고 자기 자신과 외부 자극을 구분하는 것은 인간만이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한 정신작용이다(Damasio, 1999; Neisser, 1988). 자아는 경험
의 주체로 간주되며, 정서를 경험하고 사고와 판단, 행동을 일으키는 주체
로서 자아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는 것은 지금까지 심리학의 궁극적 목
표가 되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김경미, 이도준, 2010).

‘자기’라는 개념은 ‘나’와 ‘나 아닌 것’의 구분을 가능하게 하고, 다양한 
과거 경험을 조직적으로 축적하는 하나의 기억체계로 작용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자기를 불변하는 실체로 상정하고, 이러한 자기상에 집착하는 경
우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을 일으킨다(권석만, 2008). 따라서, 건강하고 응
집력 있는 자기의 심리적 기능을 증진시키되, 부적응적이고 협소한 자아 
개념과의 동일시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심리학적 개입의 목표로 해야 한다
는 주장들이 최근 점점 더 설득력을 얻고 있는 추세이다. 

사람들은 자신을 참조했던 정보를 그렇지 않았던 정보에 비해 더 정확
하게 기억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일컬어 자기 참조 효과라 한다
(self-reference effect; Rogers, Kuiper, & Kirker, 1977; 김경미, 이도
준, 2010에서 재인용). 자기 참조 효과는 참가자들에게 자기참조적 처리에 
관한 지시를 전혀 하지 않는 우연 학습 상황에서도 관찰된 바 있다(Turk, 
Cunningham, & Macrae, 2008). 이러한 결과들은 자기 도식(self- 
schemata; Markus, 1977) 즉, 자아에 관한 정보들만을 선별적으로 처리
하는 인지적 도식이 정보 처리 과정에서 독특한 지위를 점하고 있음을 의
미한다(김경미, 이도준, 2010). 개인이 접하는 정보의 상당수는 자신과 관
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도식은 많은 양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조직, 평가 
및 표상하도록 돕는다고 알려져 있다(Markus, 1977; Rogers & Kuiper, 
1979). 

이처럼 내외적 자극, 정신적 사건들을 자기 자신과 연합하는 과정을  
‘자기참조적 과정(Self-Referential Processing: SRP)’이라 한다(Northoff 
et al., 2006). 자기참조적 과정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다양한 자극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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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단순히 ‘객관적’ 사건들이 아니라 자기와 관련된 것으로 경험하게 한
다. 정보처리 과정에 있어서 자기도식과 연관된 구성개념들은 접근 가능성
이 더 높기 때문에 자기와 연관된 정보들은 즉각적으로 추론 과정에 활용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참조적 과정 속에서 자신과 무관한 정서 자
극에도 자기 도식에 구성되어 있던 정보들이 함께 활성화되어 불필요한 
정서적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결과가 발생한다(김경미, 이도준, 2010). 

나의 것이라고 인식했던 정서 상태가 사실은 자신과 무관한 자극으로부
터 비롯된 것이거나, 자신도 모르게 타인의 정서로부터 영향받은 상태일 
수 있다는 사실은, ‘내가 경험하는 나의 심적 상태들이 과연 나의 고유한 
것인가, 오로지 나로부터 비롯된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자신
의 정서 상태를 자신의 고유한 것으로 반복해서 추론하는 이유는 그것이 
자신이 반복해서 느끼고 경험했던 익숙한 것이고, 자기 도식에 부합하는 
관념이기 때문이다. 

Higgins(1998)는 인간의 추론 과정에 있어 일어나는 오류로 크게 두 
가지를 거론한다.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일으키는 것에는 하나의 단일 출
처(a source)가 있고, 또 자신이 생각하는 원인이 반응을 일으킨 바로 그 
출처(the source)라 여기는 오류를 범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경향을 그는 
관련성 원리(aboutness principle)라 명명한 바 있다. 즉, 인간은 타인과 
자신의 어떠한 반응을 두고 ‘무엇에 대한 것’으로, ‘하나의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규정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적이고 적응
적인 반응일 수 있으나, 인간의 반응이란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것이어서 
이렇듯 단일하고 즉각적인 출처에만 귀인하는 것은 다양한 오류와 편향을 
유발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정서오귀인(affect misattribution)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정서를 촉발
하였던 자극을 정확히 추론할 수 없다. 정서가 점화되는 것은 역치 하의 
자극으로도 충분하며, 사람의 얼굴이나 표정만이 아니라 사람 모양의 점의 
움직임, 걸어가는 사람의 몸동작만으로도 정서가 촉발된다고 알려져있다
(강준, 2012). 이렇듯 점화 자극에 의해 만들어진 정보를 자신의 내적 사
고 과정에 기인한 것으로 잘못 해석하는 경우, 이러한 정신적 내용은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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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과정에서 흔히 보이는 편향의 원천이 되며, 이러한 편향은 잇따른 판
단, 행동, 동기에 사용된다. 또한 무수한 정서적 자극이 쏟아지는 일상 속
에서 무엇이 우리의 정서를 점화시킨 원인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사
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까지 주장된다(Loersch & Payne, 2011). 

그러나 인간은 거친 추론을 통해 자신의 정서 상태에 대해 강박적으로 
원인을 찾으려는 경향성을 지니며 이 과정에서 필연적인 오류를 범하게 
된다. 널리 알려진 Dutton과 Aron(1974)의 실험에서, 참여자들은 단단한 
다리에서보다 흔들다리 위에서 만났던 이성 연구자가 더 매력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는 흔들다리 때문에 각성된, 자신의 심박수의 증가와 같은 신
체 감각을 자신이 그 연구자에게 느꼈던 성적인 흥분 혹은 매력 때문으로 
잘못 귀인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신의 정서 상태, 신체적 상태에 대한 
오귀인은 우리 일상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Loersch& Payne, 
2011). 

한편, 개인이 삶에서 경험하고 되풀이되었던 서사(narrative)는 자기 도
식 안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이러한 정보들은 자기와 더욱 강한 
연합을 보이게 되며, 우리는 추론 과정에서 자신의 서사와 연관된 정보에 
더 쉽게 귀인하는 경향을 보인다. 가령, 낯선 사람을 만나거나 사람들 앞
에서 발표를 할 때 불안을 자주 경험했던 사람들은, ‘난 사람들 앞에서 항
상 긴장해’와 같은 서사적 자기(narrative self)에 입각한 자기참조적 판단
을 하게 된다. 또한 이 과정은 자신의 불안이라는 정서가 발표 상황 때문
에 촉발되었다는 귀인이 동반된 것이다. 발표라는 반복된 자극이 자신의 
서사 속에서 굉장히 강렬했기 때문에 이러한 내적 과정에 탈동일시하거나 
다른 원인을 추론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자신의 불안이 발표 상황에 기
인한 것인지, 발표를 앞두고 다른 사람들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는 정서가 
전염되고 영향받은 상태에 기인한 것인지 정확히 변별해내기는 어렵다. 

이렇듯 경험을 자신의 삶의 서사 속에서 반복되었던 정보들과 연합하는 
인지적 과정을 서사적 자기참조적 과정(Narrative Self-Referential 
Processing: NSRP)이라 한다. 서사적 자기를 구성하는 것은 자신의 복잡
한 삶의 경험 속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응집력 있고, 통일성 있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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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서 경험하게 한다. 그러나 서사적 자기와의 동일시가 과도한 경우 이
는 ‘발표를 앞두고 또 이렇게 불안해하다니, 발표를 또 망치게 될 거야‘와 
같은 자기초점적 과정, 자기비난과 걱정, 반추의 양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Dor-Ziderman et al., 2013; Farb et al., 2007; Mennin & Fresco, 
2013). 서사적 자기참조적 과정은 현재의 경험에 대해 과거 경험을 끌어
오면서 지금 경험하는 사태가 과거와 동일하다는 잘못된 결론을 이끌어 
낸다. 이는 자신의 감정이나 반응을 평가적으로 대하게 하며 이는 다시 부
정 정서가 증가되는 악순환을 형성한다. 

* Hadash, Plonsker, Vago, & Bernstein(2016)에서 인용

서사적 자기참조적 과정에 대한 대안으로 ‘체험적 자기참조적 과정
(Experiential Self-Referential Processing : ESRP)’이 대두되었다. 이는 

ESRP의 형태 인지적 연상의 유형 현상학

내적 경험과의 
동일시

(identification)

“이 경험은 나의 일부이다.” 내적 상태를 자기의 통합된 
일부로 경험함 

내적 경험에 대한 
소유 의식 

(ownership)

“이 경험은 나에게 속해 있다”
“This experience belongs to 

me”

경험을 겪고 있는 사람이 
나라는 감각

내적 경험에 대한 
행위주체 의식

(agency) 

“내가 이 경험을 초래 혹은 
발생시켰다.” 

경험을 발생시키거나 
소유하기로 선택한 사람이 

나라는 감각

내적 경험에 대한 
자기참조적 평가

경험에 대해 자기참조적 가치나 
평가를 부여함 (예: “나는 이런 

식으로 느껴서는 안 돼.”)

경험을 원하거나 
원하지 않음

표 11. 체험적 자기참조과정의 형태(ES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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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음챙김과 수용에 기반한 제3세대 인지행동치료의 흐름에서 중시하
는 태도로서, 과거의 서사적 자기와 연합하지 않고, 현재 이 순간을 자각
하고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Dor-Ziderman et al., 2013; Gallagher, 
2000). 불안을 다시 예로 들면, 체험적 자기참조적 과정에서는 과거 경험
과 연합하지 않고,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라고 지금 여기에서의 과정을 
비판단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체험적 자기참조적 과정에
서도 여전히 ‘자기’는 그 경험을 발생시키는 행위주체(agency)로 인식되
고, 그 경험의 소유권(ownership)이 자기에게 있다는 확고한 전제를 지닌
다. 따라서 이러한 ‘자기’를 경험과 연합시키는 자기참조적 과정이 지속되
는 이상, 체험적 자기를 중시한다고 해도 경험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관
점의 일환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앞서 연구 2의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음챙김 수준이 충분히 높지 못하고, 수용적이고 자비로운 주의를 계
발하지 못한 경우, 부적응적인 자기몰입적 태도로 자신을 관찰하게 될 수 있
다는 점이 지적된다(윤병수, 장문선, 이유경, 2013; Shapiro et al., 2008). 
이렇듯 체험적 자기참조적 과정에 머무는 마음챙김은 자기중심을 탈피하려
는 마음챙김의 본질과는 멀어질 우려가 있다(Hadash et al., 2016). 

최근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체험적 자기참조적 과정에서 한층 더 
나아가 자기참조적 과정 자체를 감소시킴으로써 내적 경험을 자기와 연관
시키지 않고 현상 그대로 체험하는 것이 불안을 경감시킨다는 실험적 검
증이 이루어진 바 있다. Hadash 등(2016)은 이를 ‘체험적 무아 과정’ 혹
은 ‘체험적 탈자기참조적 과정(Experiential Selfless Processing: ESLP)’
이라 지칭하며, 체험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제시한다(표 12). ESLP에서는 
동일시할 과거 경험도, 주체인 ‘나’도 탈동일시한 채, “지금 불안이 올라오
는구나”라고 현상으로서만 경험을 대하게 된다. ESLP는 현재의 주관적 경
험에 대해 자기참조 없이 처리하는 과정(Hadash et al., 2016), 자각의 무아 
양식(selfless mode of awareness; Dor-Ziderman et al., 2013), 비참조
적 자각(nonreferential awareness; Dunne, 2011; Josipovic, 2014)으로도 
일컬어져 왔다. 

최근 체험적 탈자기참조적 과정 뿐 아니라 명상이나 몰입(flow), 자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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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과 같이 자아가 비활성화되는 상태들을 낮은 자아 현상(hypo-egoic 
phenomena)이라 지칭하며 이에 대한 학문적인 관심 또한 증대되고 있다
(Leary et al., 2018). 

출처: Hadash, Plonsker, Vago, & Bernstein(2016)에서 인용 및 수정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앞서 살펴본 서사적 자기, 자아와 관련된 정신 작용(ego-involved mental 
functioning)은 타인과의 분리감(sense of division, or separateness)을 하

ESLP의 형태 인지적 연상의 유형 현상학

내적 경험과 
탈동일시

(disidentification)

“이러한 경험이 
일어나는구나.”

내적 상태를 자기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단지 
일어난 현상으로 경험함 

내적 경험에 대한 
소유 의식의 변화

(ownership)

“이 경험은 나의 것만은 
아니다.”

“이러한 경험은 보편적이다.”

내적경험에 대한 자기중심적 
조망으로부터 벗어나 보편적 

조망으로 확장함 

내적 경험에 대한
행위주체 의식의 
변화 (agency) 

“이 경험은 내가 단독으로 
발생시킨 것만은 아니다.” 

경험의 주체가 자기라는 
자기참조적 추론에서 벗어남 

탈자기참조적 평가
+

자비조망의 태도

“지금 나의 이 경험은 
누군가의 고통으로부터 영향 
받은 상태일 수 있다. 나와 

상대의 고통이 함께 
사라지기를...”

경험의 자타구분을 떠나 
자비로 반응함

경험에 자비적 가치와 해석을 
부여함

표 12. 체험적 탈자기참조적 과정(ESLP)에 기반한 자비조망적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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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특징으로 한다(Metzinger, 2003). 그러나 Husserl(1860), Buber(1995), 
Wallace(2001)와 같은 학자들은 ‘타자’가 본래 자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
실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신경과학에서는 최근, 자기
와 타인 표상의 중첩(overlap)이 인간의 상호주관성의 기저에 있다는 견해
들이 뒤따르고 있다(Decety & Sommerville, 2003; Gallese, 2003; 
Trautwein, 2016). 또한 연구 1과 2에서 살펴본 정서전염이라는 현상 또한 
자기와 타자가 정서적으로 상호의존적인 상태에 놓여있음을 방증한다. 

불교의 연기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볼 때, 현상이라는 것은 상호인과적 관
계(mutual causality)로 구성되어 있으며(Macy, 1991), 이러한 복잡한 인과 
관계 속에서는 내적 경험의 주체가 자신이라는 것도, 타인이라는 것도 부정
된다. 즉 경험을 소유하는 자도, 주체가 되는 자도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
으며, 자기와 타인, 환경은 상호적 인과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
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불교의 삼법인(三法印)이라는 대전제가 대두된다. 끊임없
는 상호인과 속에 있는 존재들은 찰나생멸(無常)하며, 무상하다는 것은 고통
(苦)이며, 고통이라는 경험 안에서는 자기도, 타자도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無我)는 것이다. 이러한 불교의 무아와 연기 사상은 불교의 특색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고통과 행복 그리고 명상에서의 변환
적 과정에 있어서 근본적인 것으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심리학 연구
에서는 아직까지 이에 대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제
기된 바 있다(Ivtzan et al., 2015; Hadash et al., 2016). 또한 불교적 개
념을 차용하는 심리학적 접근들이 환원주의적 문화 수용의 태도로 본래 철
학적 맥락과 분리하여 자비나 마음챙김을 단순화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다(김철호, 
2017; 장은화, 2015; 하현주, 권석만, 2010). 

따라서 연구 3에서는 자비와 마음챙김의 본래의 맥락을 고려하여 체험적 
무아 과정이라고도 일컬어지는 체험적 탈자기참조적 개입을 추가한 ‘자비 조
망 훈련(compassionate perspective training)을 고안하였다. 이를 통해 
자기몰입 수준을 줄이고 타인을 향한 조망으로 관점을 확장시킴으로써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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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자비 수준과 삶의 만족도 또한 증진될 수 있음을 입
증하였다. 또한 마음챙김 수준이 충분히 높지 않은 초심자들에게는 부적응적
일 수 있는 자기초점적 상태가 과도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된 바, 자비조망 훈련에서는 자신에게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와 타자 간의 상호인과적인 정서 경험에 대한 인식과 조망 수준을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현재 경험에 대해 자기몰입적이고 관념적인 해석
을 하지 않고, 순수한 감각으로 체험하는 능력을 증진시킴으로써 불안과 고
통을 감내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 삶의 만족도를 더욱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자비조망 훈련 집단과 마음챙김 훈련 집단 모두, 훈련 전에 비
해 자기몰입과 불안, 개인적 고통, 고통감내력 부족 수준이 감소할 것이다.

가설 2. 자비조망 훈련 집단과 마음챙김 훈련 집단 모두, 훈련 전에 비
해 훈련 후의 자비와 자기자비, 삶의 만족도, 긍정 정서가 증가할 것이다.

가설 3. 자비조망 훈련 집단은 마음챙김 훈련 집단에 비해 훈련 후 조
망수용, 공감적 관심, 자비의 증가 수준이 더 클 것이다.

가설 4. 자비조망 훈련 집단은 마음챙김 훈련 집단에 비해 자기참조적 
과정의 동일시, 소유 의식, 행위주체 의식, 경험과의 융합 정도에 있어서 
낮은 수준을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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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연구 참여자 

연구참여자는 서울 소재 2개 대학교 학부생 및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40명(남 15명, 여 2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내에서 심리학과 관련 과목 
수강 중 안내를 받았거나, 타 대학 심리학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 중 게
시된 모집 문건 및 연구 설명문을 보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 의
사를 밝힌 참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사전 설문을 실시한 후, 자비조망 처
치와 마음챙김 처치의 2개 집단으로 무선할당하였다. 

전체 사전설문 참여자는 52명이었으나 이중 총 5명이 훈련 시작 전에 
처치 교육 일정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개인 사정으로 참여 의사를 철회하
였다. 훈련 시작 후 경험기록지 횟수를 채우지 못했거나 사후, 추후 설문 
응답을 완료하지 않아, 자비조망 집단에서 5명(경험기록지 5회 미만 2명, 
사후/추후 설문 미응답 3명), 마음챙김 집단에서 2명이 탈락하였고, 이에 
훈련의 측정시기별 효과 검증에는 40명의 응답만을 포함하였다. 단, 자비
조망 집단의 경우 경험기록지는 5회 이상 기록하였으나 사후 추후 설문 
시기를 놓친 참여자 3명의 데이터는 경험기록지 분석에 포함하였다. 이를 
포함한 자비조망 집단의 경험기록지는 총 162개가 수집되었고, 마음챙김 
집단의 경우 127개가 수집되었다. 자비조망 훈련 집단에 참여한 21명의 
평균 연령은 23.05세(SD=3.74)였으며, 마음챙김 집단에 참여한 19명의 평
균 연령은 22.00세(SD=2.71)였다. 추후 설문까지 완료 후 연구참여에 대
한 보상을 지급하였다. 본 연구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았다
(IRB No. 1901/002-010). 

측정도구

자비척도 (Loving-kindness Compassion Scale, LCS).  연구 2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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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척도와 동일하다. 

개정된 인지적 및 정서적 마음챙김 척도(Cognitive and Affective 
Mindfulness Scale-Revised, CAMS-R). 연구 2에서 사용한 척도와 동일
하다.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 척도(Scale for Dispositional Self-focused 
Attention in Social situation, SDSAS). 연구 2에서 사용한 척도와 동일하
다. 

자기자비 척도(Korean Version of the Self-Compassion Scale, SCS)  
자기자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Neff (2003a)가 개발한 척도로, 본 연구
에서는 김경의, 이금단, 조용래, 채숙희, 이우경(2008)이 번안 및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에 따라 5점 리커트 상에서 평정한다. 자기친절, 인간보편성, 마음챙김의 
총 26문항이며, 김경의 등(2008)의 연구에서 SCS의 내적 일관성 계수는 
.87이었다. 

대인관계 반응성 척도(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 다차원적으
로 공감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된 자기 보고식 공감 척도이다. Davis가 개
발한 것을 강일 등(2009)이 번안 타당화하였고, 이를 참고하여 더 쉽고 적
절한 표현의 문장을 사용하였다. 하위 차원에는 조망수용, 상상하기, 공감
적 관심 및 개인적 고통의 4가지 요인이 있다. 국내 타당화 연구에서 내
적 일관성 계수는 .80으로 보고되었다. 

상태-특성 불안 검사(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  불안 정도
를 측정하기 위해 Spielberger 등(1970)이 개발하고 김정택(1978)이 번안
한 상태-특성 불안 검사(State-Trait Anxiety Inventory) 가운데 특성 불
안 검사 20문항을 사용하였다. 측정방식은 1(전혀 아니다)에서 4(매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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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다)까지 4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 
증상이 심한 것을 의미한다. 

한국판 역학연구센터 우울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 
Depression scale, CES-D).  Radloff(1977)가 개발한 우울증 역학 연구
용 자기보고식 질문지로서, 한국판 CES-D는 전겸수, 최상진, 양병창
(2001)이 번안 타당화하였다. 내적 일관성 계수는 .91로 보고되었다. 

삶의 만족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 Diener, 
Emmon, Larsen과 Griffin에 의해 1985년에 개발되었으며, 국내에서는 
1998년 조명한과 차경호가 번안하였다. 5문항으로 삶의 만족도에 대한 전
반적인 인지적 판단을 7점 척도로 측정한다. 

정적 정서 및 부정 정서 척도 (The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 상황적인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 수준을 측정하기 위
해 Watson, Clark과 Tellgen(1988)이 개발한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현희와 김은정, 이민규(2003)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긍정 정서, 부정 
정서의 두 척도로 구성되며 각 1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고통감내력 부족 척도 (Distress Intolerance Index, DII). McHugh와 
Otto(2012)는 지각된 고통 감내력을 측정하는 다양한 도구의 하위 척도들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하나의 상위요인인 고통감내력을 발견하였으며, 
이 요인을 반영하는 10개의 문항으로 DII를 구성하였다. DII는 정상 집단에
서 뿐만 아니라 임상 집단에서도 안정적인 요인구조를 나타내었으며, 내적 
일치도 또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서장원, 권석만
(2014)이 번안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 범위는 0점에서 4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고통감내력 수준이 낮은 것으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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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절차

각 훈련 집단의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해 2019년 3월 1일부터 교내 온라
인 게시판 및 심리학과 연구참여 시스템인 R-point 시스템에 연구 홍보 및 
안내문을 게시하였다. 또한 서울 소재의 2개 대학교에서 심리학과 수업을 수
강 중인 학부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연구 안내문에 게시된 온라인 사전 설문링크를 통해 설문
조사 사이트에 접속하여, 연구윤리 및 안내문을 검토한 후 개인정보 제공 동
의 및 연구참여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훈련 중 경험기록지 작성 과정에서 하
루 중 경험했던 불편감을 떠올리게 하는 문항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를 사전에 고지하였고, 향후 불편감 지속 시 상담심리전문가인 연구자가 정
서 안정화 개입과 피드백을 통해 연구참여자의 심리적 안녕감을 보호할 것
임을 안내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상에서 사전 설문을 실시
하였다. 자비, 마음챙김, 자기자비, 공감능력, 자기몰입, 우울, 불안, 긍정 정
서, 부정 정서, 삶의 만족도, 고통감내력 부족 수준을 측정하였다. 설문에 소
요되는 시간은 약 20분이었다. 

사전설문에 응답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집단인 자비조망집단과 비교
집단인 마음챙김집단에 각각 무선 배정하였다. 각 집단별로 배정된 처치 교
육 일정 시간을 조율하여 참여 시간을 선택한 뒤 사전 설문 뒤 1주일 이내
로 처치 교육을 실시하였다. 각 집단별 처치교육에 소요된 시간은 1시간이었
으며, 훈련 방식에 대한 참여자별 개별 점검 및 질의 응답이 용이하도록 8
명 이내의 소그룹 교육으로 진행하였다. 교육 장소는 각 대학의 세미나실을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두 집단 모두 각자의 일상에서 교육에 참여한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총 
7일간 하루 일과를 마친 저녁 시간에 온라인 설문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날
의 경험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하루 중 있었던 불편감에 대해 기록하
고, 훈련을 통해 불편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1점에서 10점 리커트 상에서 
평정하게 하고, 참여자들의 경험기록 내용을 통해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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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다. 경험기록지의 회당 예상 
응답 소요 시간은 약 20분이다. 경험기록지의 양식은 Wright(2008)의 연구
에서 사용되었던 Daily Events Record(DER)의 형식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Hadash 등(2016)의 연구에서 사용된 체험
적 탈자기참조적 과정에 대한 개입을 참고하여 불편감에 대한 자기참조적 
평가 과정을 줄이기 위한 질문들을 구성하여 경험기록지의 문항으로 사용하
였다. 7일간의 참여 기간 중 최소 5회 이상의 경험기록지를 제출하도록 하
였다. 또한 경험기록지 작성 중 연구자에게 질문이 있거나 불편감이 남아있
는 경우 메일이나 전화 연락을 통해 답변을 주고 받으며 훈련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일주일 간의 훈련이 끝난 직후, 사전 질문지와 동일한 사후질문지와 훈련
이 도움이 된 부분과 도움이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간략한 평가를 작성
하였다. 4주 후에도 동일한 질문지에 응답하고, 자기와 타인에 대한 태도에 
있어 달라진 부분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실험집단 및 비교집단의 진행은 모두 본 연구자가 진행하였다. 체험적 탈
자기참조적 과정이 추가된 마음챙김 훈련과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자비조망 
훈련은 국내에서는 처음 적용된 개입 방법이기 때문에 이를 가장 잘 숙지하
고 있는 연구자가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1급)
로 활동하고 있으며, 자비 및 마음챙김 명상과 관련된 이력은 다음과 같다. 
2001년 동국대학교 선학과의 전공 수업을 통해 마음챙김 명상과 자비명상을 
접한 이후, 국내 및 미얀마의 명상센터에서 집중수행을 했던 경험이 있다. 
이후 석사 과정에서는 마음챙김 명상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수행자의 심리
적 특성이라는 주제로 학위논문을 작성하였다. 또한 2011년 아우토겐 트레
이닝(Autogenes Training)이라는 이완훈련의 표준과정 및 고급과정, 촉진자
(facilitator) 과정을 수료하였다. 이후 아우토겐 트레이닝 강사로 활동하였
고, 마음챙김 명상 관련해서도 여러 차례 특강을 진행한 바 있다. 

신체적 이완이 본격적인 명상에 앞서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
(전진수, 2010; Kabat-Zinn, 1994)에 따라 본 실험/비교 집단에서도 이완을 
훈련의 도입부에 배치하였다. 또한 신체 내부로 주의를 집중할 때 평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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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로 자신의 감각을 경험할 경우 오히려 불편감이 강화되므로, 이에 대해 
비판단적으로 바라볼 것을 강조하였고, 불편감을 자신의 것으로 동일시하지 
않고 관찰하는 체험적 탈자기참조적 개입을 공통 요소로 포함하였다. 

자비조망 훈련의 구성 

자비조망 훈련의 처치 교육에서는 표 13에서와 같이 자신의 불편감에 대
해 자기몰입적으로 내부 귀인하는 방식을 줄이고, 자신과 타자가 정서전염이
라는 상호의존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정서
전염, 투사적 동일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감정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교육하
였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고통스러운 얼굴 표상으로 점화된 감정 상태가 자
신에게 잘못 귀인될 경우 더 심한 불편감을 초래할 수 있음을 자각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불편감이 들었던 상황 속에서 자신과 타인이 모두 그 불편감
을 공유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함을 설명하였다. 그 상황 속에서 자
기 자신이 그 불편감을 초래하였다는 자기몰입적 해석도, 또 타인이 초래했
다는 타인에 대한 비난이나 투사도 내려놓고 모두가 평안해지기를 바라는 
자비로운 염원과 태도를 보이는 것을 훈련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자비로운 
태도가 자신에게 어떠한 이득을 주는지에 대한 심리적 효과에 대해 교육하
고, 일상에서 자비를 확장할 수 있는 간단한 자비조망 명상 방법을 안내하였
다. 매일 경험기록지를 작성하면서 7분간의 자비조망 명상을 실시하도록 하
였는데, 이를 돕기 위해 연구자가 자비 훈련의 스크립트를 녹음한 파일을 참
여자들에게 보내어 훈련 시마다 듣도록 하였다. 

7분간의 자비 조망 명상에서는 불편감이 들었을 때 이를 수용하고, 그 불
편감을 자기의 것으로 동일시하는 자기참조적 과정을 최대한 내려놓고, 생각
이 아닌 신체 감각으로 경험하는 방법을 연습한다. 또한 고통을 존중하는 태
도로 기꺼이 경험할 때 우리 내면에 더 큰 힘이 생긴다는 것을 자각하도록 
하였다. 자신의 불편감에 접촉하되 이것이 나쁘다는 판단도, 나의 것이라는 
생각도 내려놓고 신체 감각 자체로만 경험하도록 하였다. 불편감을 경험하는 
상황 속에서 자비로운 염원을 자기와 타인 모두에게 보내고, 자신의 심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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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으로 점화된 상대의 표상을 긍정적인 표상으로 전환하기 위해 미소나 
평화로운 표정을 짓는 것을 강조하였다. 자비조망 훈련의 마지막은 자비의 
염원을 자기, 타자, 세상 모든 존재로 확장하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구성하
였다(부록 11). 

훈련 과정에서 자신의 불편감에 주목하게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생리
적 각성 수준을 떨어뜨리기 위해 훈련의 첫 도입부는 두 집단 모두 이완
과 신체 감각 자각으로 구성하였다. 신체감각 자각은 명상 뿐 아니라 심리
치료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왔다. 게슈탈트 치료의 창시자인 Perls는 신
체와 감각, 감정, 욕구, 사고, 행동을 각각 분리된 현상이 아닌 하나의 의
미 있는 전체로 보았다(김정규, 2004). 심리적 상처가 억압되면 신체의 근
육과 세포 차원에 저장된다고 보는 관점은 다양한 연구자들에 걸쳐 지속
되고 있다(Caldwell, 1997; Rama, Ballentine, & Ajaya, 1976). 포커싱
(focusing) 기법에서도 내담자의 내면적 경험 중 감각느낌(felt sense)을 
가장 중요시하는데, 이는 의식되는 경험 이면에 있는 전체 상황에 대한 몸
의 반응을 말한다. Gendlin(1978)은 신체 감각의 자각을 통해 감각느낌을 
왜곡하지 않고 올바로 접근함으로써 심리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불편감으로부터 벗어나 자신과 타인이 평온해진 모습을 상상하게 
하고, 실제로 얼굴 표정을 지어보는 심상 기법을 적용하였다. 이는 기존의 
자비중심치료(Gilbert, 2014)에서 활용되었던 자비심상훈련의 일부를 수정
하여 반영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비로운 조망을 자신과 무관한 사람
들뿐 아니라 세상 모든 존재로 확장하는 것은 전통적인 자애명상의 수행 
프로토콜을 참고하였다(김재성,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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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챙김 훈련의 구성 

마음챙김 훈련은 자신의 불편감에 대해 비판단적이고 수용적으로 알아차
리는 태도를 증진하고, 자신의 생각 속에 갇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깨어
있는 태도로 경험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 설계 상 1시간의 교육 

자비 조망 훈련의 내용

처치 교육
내용

Ÿ 건강한 자비에 대한 설명
Ÿ 정서전염, 자기몰입적 해석과 내부 귀인으로 인한 

불필요한 심리적 고통에 대한 이해
Ÿ 고통에 대한 자비로운 태도와 자신의 조망을 타인

을 향해 넓히는 것의 심리적 유용함에 대해 설명 

명상
훈련
순서 
및

내용

(7분)

공통
Ÿ 이완과 신체감각 자각하기
Ÿ 비판단적 관찰
Ÿ ‘나’라는 주어를 떼고 감각 자체를 경험하기

자비
조망
명상

Ÿ 자신의 불편감을 기꺼이 경험하기
Ÿ 심상의 전환(자신이 편안해졌을 때의 모습을 상상

하고 실제로 표정을 지어보기)
Ÿ 타인에게 조망을 확장하기 - 공유된 고통의 인식
Ÿ 심상 전환(타인이 편안해졌을 때의 모습을 상상하

고 실제로 표정을 지어보기)
Ÿ 자비로운 마음을 확장하기 

표 13. 자비조망 훈련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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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참여자들이 매일 스스로 훈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초심자들에게는 높
아진 자기초점적 주의와 비판적 관찰이 함께 일어나는 경우, 자신의 경험과 
분리하지 못한 채 일시적으로 불편감이 부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따
라서 이러한 자기몰입과 내적 동일시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체험적 탈자기
참조적 개입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참여자들의 부차적인 불편감을 방지
하고자 하였다. 

또한 호흡 훈련을 통해 신체 감각에 비판단적으로 집중하는 훈련, 자신의 
내적 과정에 동일시하는 자기참조적 과정을 최대한 내려놓고 불편감에 대해 
생각이 아닌 신체 감각으로 경험하는 방법을 연습하였다. 또한 행동하기 전, 
자신의 의도를 알아차리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하였고, 불편감을 없애려
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기꺼이 경험하고 보내는 것을 강조하였다. 

자비조망 훈련과 마찬가지로, 매일 경험기록지를 작성하면서 7분간의 마
음챙김 훈련 명상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를 돕기 위해 연구자가 마음챙김 
훈련의 스크립트를 녹음한 파일을 참여자들에게 보내어 매회 훈련 시 듣도
록 하였다. 마음챙김 훈련 명상 스크립트에도 자비조망과 도입부에 이완과 
신체감각 자각을 배치하여 불편감을 판단이나 생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
라 감각 자체로 경험하고 바라보는 태도를 훈련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3
분간 침묵 속에서 호흡을 관찰하는 훈련을 통해 스스로 마음챙김을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경험기록지의 구성

연구참여자들은 온라인 상에서 하루 동안 불편감을 경험했던 생활 사건과 
당시의 불편감의 수준, 감정, 신체감각, 자기참조적 평가, 귀인과 관련된 11
가지 문항에 응답한 후, 7분간의 명상 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명상 후 달라
진 점에 대해 2문항을 추가로 응답하는 것으로 구성된다(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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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챙김 훈련의 내용

처치 교육
내용

Ÿ 마음챙김의 바른 태도 습득
Ÿ 판단적 관찰의 악순환
Ÿ 비판단적으로 경험을 대하는 연습하기
Ÿ 생각이 규정하는 나를 벗어나기
Ÿ 현상의 속성에 대한 이해 - 현상은 시시각각 끊임

없이 변하는 것이고, 불만족스러운 상태일 수밖에 
없으며, 고통스러운 경험을 대할 때 나의 것으로 
집착하거나 동일시하지 않고 바라보기 

도입부
(공통)

Ÿ 이완과 신체감각 자각하기
Ÿ 비판단적 관찰
Ÿ ‘나’라는 주어를 떼고 감각 자체를 경험하기

마음챙김
훈련의 내용

Ÿ 호흡을 자각하기
Ÿ 호흡에 ‘들숨’, ‘날숨’이라는 명칭을 붙여 관찰하기 
Ÿ 경험을 대하는 자신의 의도를 관찰하기
Ÿ 3분간 침묵 속에서 호흡을 관찰하기 

표 14. 마음챙김 훈련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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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경험기록지의 순서 및 내용

상황
1. 오늘 하루 중, 가장 불편감을 느꼈던 상황을 생생하게 떠올려보고, 

그 상황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불편감수준 2. 그 상황에서 경험한 불편감의 수준은 어떠했나요?

신체감각
3. 당시 불편감과 함께 신체적으로 어떠한 감각을 경험했는지 구체적

으로 적어주세요. 

자기참조적 

평가

4. 당시 귀하의 불편감에 대해 어떤 판단이 들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주세요.

귀인
5. 당시 불편감을 느끼게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했는지 적어주세

요.

자기참조적

부정적사고

6. 그 상황에서 나와 관련하여 떠오른 부정적인 생각들을 ‘나는’을 주
어로 하여 적어주세요.

주의 방향 7. 그 당시 당신의 주의는 주로 어디를 향해 있었습니까? 

서사적자기

동일시

8. 그 당시 들었던 생각이나 불편감이 당신 자신의 일부처럼 느껴질 
만큼 자주 반복되어 익숙한 것이었습니까? 

소유 감각

ownership

9. 그 당시 들었던 생각이나 불편감을 당신 자신의 것이라고 얼마나 
확신했습니까? 

주체 감각

agency

10. 그 당시 들었던 생각이나 불편감을 당신이 초래한(만든) 것이라고 
얼마나 확신했습니까? 

경험과의

융합 

11. 그 당시 들었던 생각이나 불편감에 대하여 ‘나’와 경험 자체를 얼
마나 분리할 수 있었습니까? 

명상 훈련 12. 7분간의 명상 훈련

훈련 후

불편감수준

13. 훈련 후, 앞서 경험했던 상황에 대한 불편감의 수준은 어떠한가
요? 

변화 내용
14. 훈련 후, 앞서 기술한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감정, 신체감각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표 15. 경험기록지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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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집단 간 사전 동질성 검증을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고, 개입
조건에 따른 집단 내 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반복측정 변량분석(Repeated 
Measured Analysis of Variance)을 실시하였다. 집단 간 효과 검증을 
위해서는 반복측정 공변량 분석(Repeated Measured Analysis of 
Covariance)을 실시하였으며, 종속 측정치들의 변화량 간 상관 분석을 실
시하였다.

결    과

두 집단의 사전동등성 검증

두 집단의 사전 동등성 검증을 위해 집단 간 비교를 실시하였다(표 
16). 그 결과, 두 집단의 남녀 구성비율과 연령 및 다른 변인들 모두 유의
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단, 마음챙김과 그 하위요인인 주의에서 차
이가 나타났다, t=2.07, p<.001, Cohen’s d=.67, t=2.44, p<.001, 
Cohen’s d=.80. 이에 집단 간 차이 검증 시, 이를 공변량으로 투입하여 
반복측정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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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01

자비조망
(n=21)

마음챙김
(n=19) t Cohen’s d

자비 50.95(6.92) 48.79(6.33) 1.03  .33
 사랑 14.33(2.99) 13.26(3.18) 1.10  .36
 연민 18.38(2.87) 18.05(3.64) .32  .10
 자기중심성(-) 18.24(3.46) 17.47(3.26) .72  .28
마음챙김  23.90(5.59) 20.32(5.36)  2.07**  .67
 알아차림   9.76(2.86)  8.63(3.29) 1.16  .38
 주의  9.62(2.54)  7.89(1.82)  2.44**  .80 
 수용  4.52(1.57)  3.79(1.65) 1.44  .47
자기자비  72.10(16.16) 67.16(18.50  .90  .29
 자기친절성 27.00(6.93) 25.89(10.45)  .40  .13
 인간보편성 23.24(5.56) 21.74(6.06) .82  .27
 마음챙김 21.86(4.86) 19.53(5.33) 1.45  .47
공감 능력 99.14(8.80) 97.11(12.75)  .59  .19
 조망수용 23.33(4.75) 23.84(3.59) -.38 -.12
 공감적 관심 24.86(3.89) 23.89(4.07)  .77  .25
 상상하기 26.00(4.27) 24.16(5.65) 1.17  .38
 개인적 고통 24.95(3.14) 25.21(3.77) -.24 -.08
삶의 만족도 20.24(5.47) 17.58(6.16) 1.45  .47
자기몰입  65.86(17.27) 68.63(15.95) -.53 -.17
우울 48.19(7.08) 48.00(6.43)  .09  .03
불안 53.14(9.58) 56.47(9.51)   -1.10 -.36
긍정 정서 22.10(7.67) 18.63(5.42) 1.63  .53
부정 정서 23.33(9.37) 25.47(9.02) -.74 -.24
고통감내력부족 30.38(9.46) 32.42(8.13) -.73 -.24

표 16. 자비조망 및 마음챙김 집단의 사전 동등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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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내 훈련효과 분석

가설 1, 2, 3을 검증하기 위해 두 집단에서 각각 사전-사후-추후 간 종
속측정치를 분석하였고, 각 시기 간 변화량 차이를 검증하였다. 

자비조망 집단의 훈련 효과 분석 

자비조망 훈련 집단의 사전, 사후 및 추후에 따른 변화를 검증하게 위
해 종속측정치에 대한 반복측정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7). 먼저 
사전-사후-추후 3 시점의 측정치들을 비교하였다. 훈련의 주요 내용인 자
비 수준이 유의미하게 상승하였고, 선형모형을 검증한 결과에서도 유의미
하게 나타나 추후 이러한 경향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F=4.52, 
p=.017, 부분η2=.18. 자비의 하위요인인 사랑과 자기중심성(역)이 유의미
한 증가를 보인 반면 F=5.50, p=.007, 부분η2=.22, F=4.62, p=.016, 부분
η2=.19, 연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 

훈련을 통해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던 자기몰입 수준이 낮아진 것이 관
찰되었고 선형모형 검증 결과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F=7.36, p=.002, 부
분η2=.27. 또한 불안과, F=6.67 p=.003, 부분η2=.25, 고통감내력 부족에서 
유의미한 감소가 나타났으나, F=4.27 p=.021, 부분η2=.18., 우울과 부정 정
서 수준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삶의 만족도와 긍
정 정서도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공감 능력의 경우에는 개인적 고통이 
감소하는 정도가 유의미하였고, 조망수용에서도 증가하는 경향성이 발견되
었다 F=3.22, p=.052, 부분η2=.14. 마음챙김과 자기자비, 공감적 관심의 경
우에는 사전-사후-추후 시기 상의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에 시기에 따른 개별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사후, 사후-추후, 
사전-추후 시기별 변화량을 구분하여 검증하였다(표 17). 사전-사후의 조
망수용 수준의 변화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고 t=2.55, p=.019, Cohen’s 
d=.32, 자기자비와, t=2.29, p=.033, Cohen’s d=.34, 인간보편성에서도 
유의미한 증가가 관찰되었다, t=2.17, p=.042, Cohen’s d=.43. 사전-추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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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에는 자기자비의 자기친절 하위요인에서도 유의미한 증가가 추가적으
로 관찰되었다, t=2.35, p=.029, Cohen’s d=.46. 이외에도 삶의 만족도와 
긍정 정서의 증가, 자기몰입 및 불안, 고통감내력의 감소는 사전-사후, 사
전-추후 시기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자비조망 훈련 집단 (n=21)
사전 사후 추후 F 부분η2

자비 50.95(6.92) 54.71(7.06) 55.67(9.13)  4.52* .18
 사랑 14.33(3.00) 16.33(3.32) 16.43(3.89)  5.59* .22
 연민 18.38(2.87) 19.14(2.52) 19.19(3.97)  .71 .03
 자기중심성(-) 18.24(3.46) 19.24(3.62) 20.05(2.46)  4.62* .19
마음챙김 23.90(5.59) 25.52(4.45) 26.19(6.57) 2.65 .12
 알아차림 9.76(2.86) 10.19(2.52) 10.57(3.16) 1.40 .07
 주의 9.62(2.54) 10.48(1.78) 10.67(2.46) 2.21 .10
 수용 4.52(1.57) 4.86(1.56) 4.95(1.83)  .83 .04
자기자비 72.10(16.16) 78.29(21.29) 79.71(22.85) 2.73 .12
 자기친절성 27.00(6.93) 29.24(7.98) 30.52(8.76) 3.08 .13
 인간보편성 23.24(5.59) 26.05(7.78) 25.24(7.89) 2.37 .11
 마음챙김 21.86(4.85) 23.00(6.34) 23.95(7.11) 1.94 .09
공감 능력 99.14(8.80) 100.33(6.60) 100.38(8.30)  .35 .02
 조망수용 23.33(4.75) 24.67(3.92) 25.10(4.02) 3.22 .14
 공감적 관심 24.86(3.90) 25.86(2.41) 25.57(3.16)  .96 .05
 상상하기 26.00(4.27) 26.29(4.50) 26.43(5.02)  .28 .01
 개인적 고통 24.95(3.14) 23.52(3.89) 23.29(4.20)  3.93* .16
삶의 만족도 20.24(5.47) 22.14(5.16) 23.76(5.77)  7.08* .26
자기몰입 65.86(17.27) 55.35(16.62) 53.67(21.12)  7.36* .27
불안 53.14(9.58) 46.86(11.21) 45.00(13.94)  6.67* .25
우울 48.19(7.08) 47.00(9.71) 45.86(10.33)  .62 .03
긍정 정서 22.10(7.67) 25.90(7.94) 26.67(9.36)  4.58* .19
부정 정서 23.33(9.37) 20.67(8.81) 20.52(10.22) 1.54 .07
고통감내력부족 30.38(9.46) 27.00(8.87) 25.29(11.71)  4.27* .18
* p<.05

표 17. 측정시기에 따른 자비조망 훈련 집단의 종속측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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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조망 훈련 집단 (n=21)
사전-사후 사후-추후 사전-추후

t d  t d t d
자비  2.86* .55 .61 .12 2.34* .60
 사랑  2.99** .65 .14 .03 2.76* .62
 연민  1.20 .29 .07 .02 .88 .24
 자기중심성(-)  1.84 .29 1.34 .27 2.83* .62
마음챙김  1.70 .33 .74 .12 1.93 .38
알아차림   .79 .16 .89 .14 1.70 .28
주의  1.56 .40 .39 .09 1.89 .43
수용  1.16 .22 .26 .05 1.09 .26
자기자비  2.29* .34 .38 .07 2.01 .39
자기친절성  2.09 .31 .77 .16 2.35* .46
인간보편성  2.17* .43 -.68 -.11 1.34 .30
마음챙김  1.48 .21 .82 .14 1.74 .35
공감 능력   .85 .16 .03 .01  .62 .15
조망수용  2.55* .32 .64 .11 1.91 .41
공감적 관심  1.31 .32 -.47 -.11  .85 .21
상상하기   .59 .07 .23 .03  .70 .09
개인적 고통 -3.21** -.41 -.36 -.06 -2.13* -.46
삶의 만족도  2.44* .37 1.77 .30   3.23** .64
자기몰입 -3.24** -.80 -.53 -.09 -3.16** -.65
우울  -.54 -.14 -.59 -.12 -1.10 -.27
불안 -3.05** -.62 -.80 -.15 -3.15** -.70
긍정 정서  2.89**  .50 .45  .09 2.54* .55
부정 정서 -1.76 -.30 -.08 -.02 -1.35 -.29
고통감내력부족 -2.65* -.38 -.89 -.17 -2.52* -.49
* p<.05, ** p<.01

표 18. 측정시기별 자비조망 훈련 집단의 종속측정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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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챙김 집단의 훈련 효과 분석

비교집단인 마음챙김 집단의 훈련 효과를 검증하였다(표18). 먼저 사전
-사후-추후 시기의 종속측정치들을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사용하여 검증하
였다. 그 결과 마음챙김 전체와 하위요인 모두에서 유의미하게 상승했고, 
선형 모형 검증을 통해 그 경향성이 지속될 것임이 확인되었다, F=12.13, 
p=.000, 부분η2=.40. 

훈련을 통해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던 자기몰입 수준도 크게 낮아진 것
이 관찰되었고 선형모형 검증 결과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F=12.5  
p=.000, 부분η2=.41. 또한 불안 F=13.95, p=.000, 부분η2=.44, 고통감내력 
부족, F=5.27, p=.010, 부분η2=23, 뿐만 아니라, 자비조망 집단에서 관찰
되지 않았던 부정 정서에서도 유의미한 감소가 나타났다, F=3.72, p=.03, 
부분η2=.17. 또한 자기자비와 삶의 만족도, 긍정 정서도 유의미하게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비조망 집단과 마찬가지로 우울에서는 유
의미한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고, 공감 능력의 경우에는 개인적 고통이 감
소하는 정도는 유의미하였으나, 조망수용과 공감적 관심에서는 거의 변화
가 없었다. 

그 다음으로 각 시기별 차이를 분석하였다(표 19). 먼저, 사전-사후, 사
전-추후 시기 모두 마음챙김 수준이 유의미하게 상승하여, 훈련이 잘 진
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비와 자기자비의 증가도 유의미하게 나
타났으나, 자비의 하위요인인 자기중심성의 측면에 있어서는 사전-사후 시
기에만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되었다. 한편, 자비의 하위요인인 연민과 공
감능력의 하위요인인 조망수용은 사전-추후, 사후-추후 시기에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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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챙김 집단 (n=19)
사전 사후 추후 F 부분η2

자비 48.79(6.33) 54.16(6.27) 52.47(6.16) 6.05* .25

 사랑 13.26(3.18) 16.26(3.86) 15.79(3.58) 6.15* .26

 연민 18.05(3.64) 18.63(2.99) 17.79(2.72)  1.24 .07

 자기중심성(-) 17.47(3.26) 19.26(2.86) 18.89(2.62)  2.75 .13

마음챙김 20.32(5.36) 25.26(4.59) 23.58(4.88)  12.125*** .40

 알아차림  8.63(3.29) 10.89(2.38)  9.95(2.17) 8.53* .32

 주의  7.89(1.82)  9.58(2.71)  9.05(2.37) 4.83* .21

 수용  3.79(1.65)  4.79(1.51)  4.58(1.12) 3.47* .16

자기자비 67.16(18.50) 79.42(12.34) 77.89(10.18) 8.75* .33

 자기친절성 25.89(10.45) 29.95(7.58) 30.16(6.71) 4.00* .18

 인간보편성 21.74(6.06) 25.47(5.15) 24.74(5.30) 6.36* .26

 마음챙김 19.53(5.33) 24.00(4.30) 23.00(2.98) 10.91*** .38

공감 능력 97.11(12.75) 95.16(11.34) 94.53(11.31) 1.89 .10

 조망수용 23.84(3.59) 24.00(3.51) 23.05(3.67) 1.56 .08

 공감적 관심 23.89(4.07) 24.89(2.71) 24.21(3.21)  .79 .04

 상상하기 24.16(5.65) 24.26(5.92) 24.37(5.58) .06 .00

 개인적 고통 25.21(3.77) 22.00(4.61) 22.89(3.91)  9.50*** .35

삶의 만족도 17.58(6.16) 20.95(5.73) 21.84(6.27) 6.18** .26

자기몰입 68.63(15.95) 56.26(15.23) 51.68(12.59) 12.50*** .41

우울 48.00(6.43) 46.53(7.63) 46.84(10.30) .20 .01

불안 56.47(9.51) 43.21(7.26) 44.58(11.22) 13.95*** .44

긍정 정서 18.63(5.42) 23.16(7.37) 23.47(6.94) 7.11* .28
부정 정서 25.47(9.01) 19.68(8.14) 22.89(9.69) 3.72* .17
고통감내력부족 32.42(8.13) 26.42(7.25) 27.05(7.32) 5.27* .23
* p<.05, ** p<.01, *** p<.001

표 19. 측정시기에 따른 마음챙김 집단의 종속측정치 비교



137

마음챙김 집단 (n=19)
사전-사후 사후-추후 사전-추후

t d t d t d
자비 3.58**  .88 -.99 -.28   2.41*  .61

 사랑 3.35**  .87 -.49 -.13   2.84*  .77

 연민 .951  .18 -1.55 -.30   -.55 -.08

 자기중심성(-) 2.54*  .60 -.47 -.14   1.55  .49

마음챙김  4.16** 1.02 -1.91 -.36   3.38**  .65

 알아차림  3.54** .81 .89 -.42   2.22*  .49

 주의 2.75* .75 -.87 -.21   1.89  .56

 수용 2.47* .65 -.54 -.16   1.93  .57

자기자비  3.68** .80 -.71 -.14   2.78*  .74

 자기친절성 2.15* .46 .16 .03   2.29*  .50 

 인간보편성 3.22* .68 -.98 -.14   2.25*  .54 

 마음챙김  4.80*** .95 -1.06 -.28   3.07**  .83

공감 능력  -1.33 -.17 -.51 -.06  -1.79 -.22

 조망수용    .26 .05 -1.71 -.27  -1.39 -.22 

 공감적 관심   1.12 .30 -1.10 -.24    .35 -.09

 상상하기    .15 .02 .16 .02    .38  .04

 개인적 고통  -3.96** -.78 1.39 .21  -2.85* -.62

삶의 만족도   2.33*  .58 .81 .15   3.39**  .70

자기몰입  -3.39** -1.02 -1.39 -.34  -4.76*** -1.21

우울   -.73 -.21 .14 .04   -.39 -.14

불안  -4.69*** -1.61 .73 .15  -3.53** -1.17

긍정 정서   3.10**   .72 .20 .04   4.06**  .80

부정 정서  -2.91** -.69 1.81 .37  -1.01 -.28

고통감내력부족  -2.51* -.80 .53 .09  -2.35* -.71
* p<.05, ** p<.01, *** p<.001

표 20. 측정시기별 마음챙김 집단의 종속측정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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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간 효과 차이 분석

다음으로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해 두 집단의 세 차례 측정 시기 및 사
전-사후, 사후-추후 및 사전-추후 시기 별 종속측정치 변화에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집단 간 사전-사후-추후 측정 시기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본 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
어, 두 집단의 사전-사후 및 사전-추후 측정치 변화량의 평균을 비교하고 
효과 크기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공감능력의 조망 수용에서 사전-추후 
시기에 자비조망 집단의 증가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F=6.35, p=.016, 부분η2=.15. 그러나 조망수용을 제외한 나머지 종속변인
에서는 모두 효과 크기가 작아 자비조망 집단이 마음챙김 집단에 비해 자
비와 자기자비, 공감의 향상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가설 3은 부분적으
로만 검증되었다. 다만, 두 집단의 그래프를 살펴보면(그림6～그림17), 차
이 비교 시 가설 3의 경향성을 확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마음챙김 
집단에서는 사후-추후 시기에 효과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자비조
망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추후에도 효과가 지속되는 경향성이 두드러지
게 나타났다. 

그림 6. 자비의 측정시기별 변화 그림 7. 마음챙김의 측정시기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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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자기자비의 측정시기별 변화 그림 9. 공감능력의 측정시기별 변화 

그림 10. 연민의 측정시기별 변화 그림 11. 조망수용의 측정시기별 변화 

그림 12. 삶의 만족도의 측정시기별 변화 그림 13. 긍정 정서의 측정시기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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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의 변화량에 따른 상관 분석

다음으로, 자비의 변화량에 따라 마음챙김과 자기자비, 다른 변인들의 
변화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기 위해, 사전-사후 시기 자비의 변화
량과 마음챙김, 자기자비 및 기타 변인들과의 변화량 간 상관분석을 실시
하였다(표 21). 자비조망 집단에서 자비의 변화량은 조망수용, 삶의 만족
도, 긍정 정서의 변화량과 정적 상관을, 우울, 불안과 부적 상관을 나타내
었다. 한편 마음챙김은 삶의 만족도, 긍정 정서와 정적 상관을 보였고, 자
기몰입 및 부정 정서와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자기자비의 변화량은 삶
의 만족도 및 고통감내력 부족과의 상관만을 보였다. 

그림 14. 우울의 측정시기별 변화 그림 15. 불안의 측정시기별 변화 

그림 16. 부정 정서의 측정시기별 변화 그림 17. 고통감내력부족의 측정시기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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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사랑의 변화량은 마음챙김의 주의, 자
기자비의 자기친절성과 인간보편성의 변화량과 정적인 경향성을 나타내었
다. 한편 공감 능력의 공감적 관심의 변화량과는 -.38의 부적인 경향성을 
나타내었고, 우울, 불안, 고통감내력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관찰되었다. 
또한 연민의 변화량은 공감능력, 조망수용, 공감적 관심의 변화량과 높은 
정적 상관을, 개인적 고통의 변화량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자기중심성(역) 요인의 변화량은 삶의 만족도의 변화량과는 정적 상관을, 
우울의 변화량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 p<.05, ** p<.01

자비 마음챙김 자기자비
자비 1 .36 .29

사랑 .74** .27 .35
연민 .59** .15 -.10
자기중심성 .82** .36 .37

마음챙김 .36   1 .38
알아차림 .30  .73** .17
주의      .46*  .82** .43
수용 -.25 .36 .10

자기자비 .29 .37 1
자기친절성 .19 .27 .83**

인간보편성 .28 .29 .90**

마음챙김 .26 .45* .85**

공감 능력 .28 .17 -.26
조망수용       .52* .16 -.12
공감적 관심 .14 .27 -.05
상상하기 .30 -.09 -.14
개인적 고통 -.29 -.03 -.39

삶의 만족도  .56** .56**   .48*

자기몰입 -.34      -.55* .16
우울  -.44* -.48 -.34
불안  -.46* -.47 -.40
긍정 정서     .57**   .55* .16
부정 정서 -.19 -.48* -.34
고통감내력 부족 .15    -.40 -.48*

표 21. 자비, 마음챙김, 자기자비 변화량간 상관(사전-사후) (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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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가 증가한 정도가 자기몰입, 불안 및 공감 능력과 다른 종속측정치
에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전-사후 변화량 간 상관을 분석하였
다(표 23). 그 결과, 자비의 변화량은 마음챙김의 주의와 공감능력의 조망
수용, 삶의 만족도와 긍정 정서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우울 및 
불안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표본의 수가 적어 유의미한 상관이 나
타나지는 않았지만 중간 효과 이상을 의미하는 .3을 기준으로 해석하면, 
자비가 증가할 때 자기몰입 또한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체 변화량 간의 상관분석 결과를 보면, 자비조망 집단에서 자기몰입
의 변화량은 마음챙김과 그 하위요인인 주의의 변화량과만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한편, 마음챙김 집단에서는 마음챙김과 주의뿐만 아니라 자
비, 자기중심성(역), 자기자비의 하위요인인 마음챙김에서 자기몰입 변화량
에 따른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한편, 두 집단 모두 자기몰입의 변화량과 
가장 상관이 높았던 변인은 마음챙김의 주의 하위요인이었다. 자비조망 집
단에서는 r=-.61, p<.01, 마음챙김 집단에서는 r=-72, p<.01로 나타났다. 

자비조망 집단의 사전-추후 변화량간 상관분석 결과에서 자기자비의 변
화량에 따른 종속변인들의 변화가 관찰되었다(표 22). 또한 사전-사후 시
기에는 유의미하지 않았던 자비 변화량과 자기몰입, 고통감내력 부족, 부
정 정서의 변화량과의 상관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자비조망 집단에
서는 추후 시기까지도 그 효과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마음챙김 집단의 사전-추후 변화량간의 상관 결과를 보면(부록
13, 14), 사전-사후 시기에 유의미하게 관찰되던 종속변인들간의 상관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음챙김 집단의 경우 사전-추후 시기에
는 삶의 만족도와 자기몰입의 변인에서만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 사전-
사후 시기에 비해 추후 시기에는 효과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이 관찰되었다. 

자비와 자기자비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비조망 집단에서는 사전-사후 
시기에는 자비, 마음챙김의 변화량과 자기자비의 변화량의 유의미한 상관
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전-추후 시기에는 자비와 자기자비의 변화
량 간의 높은 정적 상관이 관찰되어, 자비의 증가함에 따라 자기자비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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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다(r=.73, p<.01).

* p<.05, ** p<.01

자비 마음챙김 자기자비
자비 1 .71** .73**

사랑 .88** .64** .67**

연민 .71** .52* .57**

자기중심성 .75** .49* .45*

마음챙김 .71* 1 .66**

알아차림 .26 .58* -.02
주의 .73** .79** .74**

수용 .48* .76** .68**

자기자비 .73** .66** 1
자기친절성 .73** .60** .96**

인간보편성 .57** .65** .92**

마음챙김 .74** .62** .95**

공감 능력 .28 .38 .01
조망수용 .42 .42 .40
공감적 관심 .57** .53* .19
상상하기 .19 .29 -.01
개인적 고통 -.45* -.30 -.56**

삶의 만족도 .61** .59** .70**

자기몰입 -.58** -.52* -.79**

우울 .16 .13 .43*

불안 .66** .72** .78**

긍정 정서 .54* .43 .43
부정 정서 -.47* -.37 -.63**

고통감내력 부족 -.58** -.60** -.80**

표 22. 자비조망 집단의 사전-추후 변화량간 상관(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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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별 자기참조적 과정의 변화 

마지막으로 가설 4를 검증하기 위해 경험기록지 상에서 반복측정한 자기
참조적 과정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그림 18-22). 그 결과, 자비조망 집
단에서 마음챙김 집단보다 반복적 동일시(F=7.38, p=.01, 부분η2=.20), 행위
주체 의식(F=4.84, p=.04, 부분η2=.14), 경험과의 융합 정도(F=5.27, p=.03, 
부분η2=.15)에서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이 관찰되었다. 단 소유 의식, 주의 
방향 면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18. 주의 방향의 변화 추이 그림 19. 반복적 동일시의 변화 추이 

그림 20. 소유 의식의 변화 추이 그림 21. 행위주체 의식의 변화 추이

그림 22. 경험과의 융합의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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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연구 3에서는 연구 2에서 자기몰입이 정서전염과 자비의 관계에서 자
비를 억제할 수 있다는 결과에 따라 연구 1에서 나타난 자비 체험의 본질
적 측면을 반영하여 자기몰입을 감소시키기 위한 처치를 고안하여 그 효
과를 검증하였다. 또한 Hadash 등(2016)이 제안한 체험적 탈자기참조적 
과정에 대한 처치를 수정 및 반영하여 자기참조적 과정을 감소시키기 위
한 개입을 함으로써 자기몰입적 태도를 감소하고자 하였다. 심리학에서 활
발히 적용되고 있는 마음챙김과 자비명상 훈련을 대조함으로써, 둘 간의 
차별적 기제를 살펴보고, 추후 명상을 활용한 심리적 개입 방안에 있어서 
구체적인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1시간의 처치 교육 후, 각자 일상에서 겪었던 불편감에 대해 집단별로 
각각 자비조망 훈련과 마음챙김을 1주일간 적용하며 경험기록지를 작성하
도록 하였다. 훈련의 사전, 사후 및 4주 후에 자비, 마음챙김, 자기몰입, 
자기자비, 공감, 삶의 만족도 및 긍정 정서, 부정 정서, 우울, 불안, 고통
감내력을 측정하였다. 사전-사후-추후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두 집단 모
두 자비 및 삶의 만족도, 긍정 정서가 상승하였을 뿐 아니라 자기몰입과 
불안, 고통 감내력 부족 수준이 감소하였다. 

두 훈련 간 사전-사후-추후 시기에 따른 집단 간 차이 분석에서는 자
기몰입, 불안 감소 및 공감 능력, 자비, 자기자비의 증가에서 유의미한 상
호작용 효과가 없었다. 다만, 사전-추후 시기를 비교했을 때, 자비 집단에
서만 조망수용의 변화가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두 
집단의 그래프 상에서 추이를 살펴보면, 자비조망 훈련 집단은 마음챙김 
집단이 사후-추후 시점에 효과가 감소되었던 것과 달리 추후에도 효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매일 불편감을 유발한 사건에 대해 각 집단별 훈련을 
실시하고, 총 5-7회의 경험기록지를 작성하였다. 경험기록지 상에서 측정
한 자기참조적 과정의 5가지 측면(주의 방향, 반복적 동일시, 소유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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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주체 의식, 경험과의 융합)에 있어서 7일 간의 변화 추이에 대해 집단 
별 차이를 비교한 결과, 자비조망 집단은 반복적 동일시, 행위주체 의식, 
경험과의 융합의 측면에서 마음챙김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을 
보고하였다. 이는 자비조망 집단의 참여자들이 마음챙김 집단에 비해 내적 
경험에 대해 과거의 경험과 유사하다고 여기며 동일시하는 수준이 낮고, 
경험을 스스로 초래한 것이라고 믿는 행위 주체의식 수준이 낮으며, 경험
과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은 높게 나타난 것을 의미한다. 

소유 의식(ownership)은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자기 감각이자, 최소 
자기(minimal self) 핵심적 자기(core self)로도 알려져 있다(Gallergher, 
2000). 사고주입을 경험하고 있는 조현병 환자의 경우의 경우에도, 타자에 
의해 만들어진 사고를 ‘그 자신’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는 소유 의식만은 자아가 와해된 상태에도 여전히 보유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Gallagher, 2000). 따라서 경험이 발생하고 있는 공간으로서 자
기를 상정하고 있는 소유 의식은 자기참조적 과정에서 가장 핵심이자 분
리하기 어려운 감각일 수 있다. 또한 자신의 경험, 생각, 행위의 인격적 
소유자로서 동일시하는 과정은 자기와 타자를 구별하는 감각을 만들어내
고, 자기에게 속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를 구분 짓는 경계감을 구성
한다(Albahari, 2006). 본 연구에서 소유 의식은 집단 차이를 보이지 않았
으며, 7일간 큰 폭의 변화없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었다는 결과는, 자비
조망 훈련을 통해서도 소유 의식은 변화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소유 의식은 유지되며, 행위주체 의식이 낮게 나타났다는 것은 건강하게 
자기와 타자를 구별하는 감각은 남아있되, 경험을 자신이 주체적으로 초래
했다고 내부 귀인하는 태도의 감소를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엄밀히 검증하기 위해서는 자기참조적 과정과 귀인양식 및 자기와 
타자의 경계의 관계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집단 내 효과 면에 있어서는 두 집단 모두 자기참조적 과정이 7
일간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는 관찰 시기가 짧
았기 때문에 추이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불편감을 
경험한 사건 별로 정서 경험과 강도가 달랐기 때문에 각 사건에 따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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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참조적 과정의 수준 또한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
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경험한 정서 및 강도를 세분화하여 측정하고, 이에 
따른 자기참조적 과정의 변화 추이를 추가로 분석한다면 다른 결과가 나
타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예상과 달리, 마음챙김 집단에서도 자비의 증가 면에서 효과 크기가 높
게 나타났다. 연구 2의 결과에서 자기몰입이 자비를 억제한다는 것이 밝
혀졌듯이, 체험적 탈자기참조적 개입을 추가한 마음챙김 훈련을 통해 자기
몰입이 감소하였고, 이를 통해 자비가 증진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Farb 등(2007)은 MBSR을 이수한 집단이 통제 집단에 비해 중뇌의 
불이행 모드 네트워크(Default Mode Network of medial brain area: 
이하 DMN) 영역에서의 활동이 감소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불이행 모
드란 과업과 무관한 이미지나 생각으로 자신의 과거에 대한 반추, 자기참
조적 사고, 내적 대화를 의미하는 방황하는(wandering) 마음의 상태를 말
한다. DMN 활동의 극대화는 자기주도적 내적 대화인 언어적 망상으로 인
하여 부적응적 자기몰입인 부정적 감정이나 무드를 일으키고, 이는 다시 
마음의 방황인 망상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고
형일, 2015). 이는 마음챙김의 과정이 자기몰입 수준을 자비조망 훈련보다 
더 크게 감소시켰던 본 연구의 결과를 설명해준다. 

한편, 마음챙김 집단에서 자비 수준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자비 척도가 
가진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마음챙김 집단에서는 자
비의 하위요인인 사랑에서 높은 효과를 보였는데, 사랑 요인에 해당하는 
자비 척도의 문항 구성을 보면, ‘나는 누구를 만나든 마음이 흐뭇하다’와 
같이 타인을 향한 태도라기보다는 개인의 평온한 상태를 측정하는 문항들
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마음챙김 집단에서 자비가 증진된 
것이 개인적 안녕감의 증진으로 인한 효과인지, 실제로 타인에 대한 자비
로운 태도가 증진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참여자들의 추후 평가의 내용을 보면, 타인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묻는 
문항에서 마음챙김 집단에서는 19명 가운데 6명은 변화가 없었다고 보고
하였고, 자비조망 집단에서는 21명 가운데 2명만이 변화가 없다고 보고하



150

였다. 추후 평가 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자비조망 집단에서는 ‘타인의 관
점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던 것에서 벗어나 
타인을 바라보게 되었다’와 같이 타인을 향한 조망의 확장이 자신의 불편
감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보고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
다. 

자비의 하위요인인 연민은 두 집단 모두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는
데, 그 이유로는 다음을 고려해볼 수 있다. 첫째, 자비조망 훈련의 내용이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연민을 증진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기보다는 
자신의 고통에 영향을 주었을 타인의 고통에도 조망을 확장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자신의 고통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
다. 또한 고통받는 타인을 불쌍한 존재로 여기기보다는 고통을 통한 성숙
의 과정을 겪는 존재로 여기고, 존중하는 태도로 바라보도록 했던 자비조
망 훈련 교육의 내용에도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연민의 증진이라는 효과가 나타나기에 1주라는 처치와 4주라는 
추후 측정 시기가 너무 짧았기 때문일 수 있다. 연민의 증진은 개인이 체
험한 고통의 수준에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Lim & Desteno, 
2016). 연구 1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자비를 삶에서 실천하고 있는 참
여자들은 공통적으로 부모님 혹은 스승, 신으로부터 조건없는 사랑과 존중
을 받았던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삶 속에서 스스로 고통받았던 경험을 견
디고 자비를 키워내었다. 연민은 공감적 관심을 일으키고, 도움행동을 일
으키는 필수적인 선행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외상 후 성장을 연구하
는 학자들은 외상 경험이 공감적 관심을 일으키는 선행요인이 된다고 밝
힌 바 있다(Tedeski, Park, & Calhoun, 1998). 자비로운 성품 가운데 타
인의 고통에 연민할 수 있는 마음은 자신의 고통 체험을 기반으로 발생하
는 것일 수 있는데, 1주간의 훈련은 자신의 고통에 깊이 들어가게 하기도, 
그 시간 안에 또 다른 고통을 체험하기에도 짧은 시간이었을 수 있다. 따
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개인의 외상이나 고통 체험을 충분히 반영하고, 또 
이러한 측면이 연민과 자비, 공감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
겠다. 또한 훈련의 기간도 1주가 아닌 보다 장기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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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 수준의 변화량과의 상관을 살펴보면, 자비 수준이 높아질수록 마
음챙김의 하위요인인 주의의 수준도 높아졌다. 주의 조절 능력은 부교감 
신경의 활성화 정도와 정적으로 비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ansen et 
al., 2003; Healy, 2010). Gilbert(2015)는 자비가 두뇌의 만족-위로 체계
를 활성화시키며, 이는 부교감 신경계의 활성화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자
비라는 정서 자체가 우리를 이완시키고 또 신체와 정신이 편안하게 이완
된 상태일 때 이타적 태도 또한 촉진된다고 알려져있다(Porges, 2012). 
이처럼 이완과 이타성, 자비의 선순환적 관계를 감안할 때, 정신 신체적 
이완의 상태는 향후 타인의 고통을 대해야 하는 정신건강 전문가나 돌봄 
전문가들이 타인을 돌보기에 앞서 함양해야 할 태도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주의 수준의 증가는 자기 내부에 주의를 기울이는 훈련효
과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며, 호흡과 같은 특정 자극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였을 때에도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므로(Azam et al., 2015; 
Krygier et al., 2013), 활성화된 부교감 신경으로 인해 주의의 수준이 높
아졌다고 볼 수도 있다. 

자비 수준의 변화량은 또한, 조망수용의 증가, 긍정 정서의 증가, 삶의 
만족도 증가와도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는 긍정 정서가 주의의 폭을 
확장시킨다는 Fredrickson(2012)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자비는 따뜻함과 
감사, 만족감과 같은 긍정 정서 수준을 높이며 이렇게 고양된 긍정 정서는 
개인의 주의를 확장시킴으로써 자신만이 아닌 타인의 입장이 되어볼 수 
있도록 조망이 확장되고, 또 확장된 관점을 지니게 함으로써 공감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한편, 공감능력의 하위요인이자, 기존 연구에서 자비와의 상관이 높게 
나타났던 공감적 관심이 증가하지 않았던 것은 의외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김완석, 신강현, 김경일(2014)의 연구에서도 8주 간의 자비명상과 마음챙
김 명상 집단의 효과를 비교했을 때, 명상집단과 대기 집단에 있어서 공감
능력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8주간의 처치로도 공감 능력의 유의미한 
증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1주일간의 짧은 훈련만으
로 공감적 관심이 증대하기는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변화량간 



152

상관 결과에서 자비의 하위요인인 연민의 증가량이 공감적 관심, 조망수용
의 증가량이 높은 상관을 보여 타인을 향한 연민의 증대를 통해 공감적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예상과 달리, 자비조망 훈련 집단과 마음챙김 집단의 유의미한 효과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로는, 자비조망 훈련이 마음챙김 훈련에 비해 
구성 항목들이 많고, 숙지해야 할 내용들이 더 많아 참여자들의 효능감과 
숙련도가 더 낮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비교집단인 마음챙김 집단을 진
행한 연구자 자신이 더 오랜 시간 마음챙김 훈련을 해왔고, 마음챙김 명상
과 관련한 강의 경험이 더 많았기 때문에, 자비조망 훈련보다 더 숙련된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마음챙김 집단의 효과가 더 높아
졌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자비조망 훈련은 마음챙김 훈련과 달리 명상 스크립트 안에 불편
감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훈련 중 다시금 불편감이 환기되
었을 수 있다. 또한, 마음챙김 훈련에서는 3분간 침묵 속에서 호흡에 집중
하게 되는데 호흡에 집중하는 것은 부교감 신경계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이완반응을 촉진하므로, 참여자들의 불안, 부정 정서, 불편감을 감소시키
는 데 크게 기여했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각 집단의 훈
련 내용에 대한 구성을 보다 정교하게 통제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
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비교집단인 마음챙김 훈련 집단도 연구자가 진행하였다는 한계
가 있다. 기존의 마음챙김이 내적동일시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비판에 따라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체험적 탈자기참조적 개입을 실험집단인 자
비조망 집단과 통제집단인 마음챙김 집단 모두에 적용하였다. 이러한 개입이 
기존 연구에서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숙지하고 있는 연구
자가 불가피하게 두 집단 모두를 진행하였다. 

한편, 자기몰입을 감소시키는 개입이 기존의 마음챙김에서 충분히 강조되
고 있지 않다는 문제 의식에서 마음챙김 집단에서도 체험적 탈자기참조적 
과정에 대한 개입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최근 체험적 탈자기참조적 과정
(ESLP)이 마음챙김 등의 핵심적인 치료기제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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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dash et al., 2016), 이러한 핵심적인 처치가 두 집단 모두 동등하게 배
치되어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따
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체험적 자기참조적 과정(ESRP)에 기반한 마음챙김과 
자비조망 훈련을 비교하는 연구가 진행된다면 연구 가설을 보다 선명하게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추가적으로 ESRP, ESLP 각각에 기반한 
마음챙김 개입과의 비교를 통해 ESLP가 기존의 ESRP에 기반한 마음챙김 
접근에 비해 어떠한 영역에서, 얼마나 더 추가적인 치료적 효과를 미치는지
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개발된 자비조망 훈련은 기
존의 심리적 효과가 다양한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을 뿐 아니라 자기참조
적 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ESLP 개입까지 반영된 마음챙김 훈련과 비교했
을 때에도 그 효과의 지속 면에서 더 우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
한 공감능력(조망수용의 증가와 개인적 고통 감소)이 일주일간의 짧은 처
치만으로도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4주 후까지 공감 및 삶의 만족도, 자
기몰입의 감소 효과가 지속되었다는 것은 본 훈련 집단이 마음챙김 훈련
과 비교했을 때에도 처치 효과 및 경제성에서의 이점이 있다는 것을 시사
한다. 

한편, 자비조망 집단과 마음챙김 집단 모두에서 나타난 처치 효과를 단
지 명상만의 효과라 해석하기는 어렵다. 참여자들이 훈련 과정을 매일 일
상의 경험 속에서 실행해보고, 또 상세히 기록했던 효과도 기여했을 것으
로 여겨진다. 경험기록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자기참조적 과정 및 귀인 
방식이 스스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관찰 및 기록하였고, 이를 
통해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인식이 늘어나면서 태도의 변화를 
촉진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일상에서 스치고 지나갔던 자신의 감정에 
주목하여 기록해보고, 이를 신체감각과 함께 연결하여 비판단적으로 경험
하는 태도가 몸에 익숙하게 배일 수 있다면 참여자들이 추후에도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감내하고, 또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도 감내하게 됨으로써 
자비로운 성품이 발현되고 지속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뿐만 아니라, 자비조망 훈련 과정에서 정서전염에 대해 이해하고,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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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이 자신만의 것, 자신이 초래한 것이라고 잘못 귀인하던 태도에서 벗어
나 타인의 영향을 인식하게 된 것 또한 효과에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
인다. 태도와 세계관의 변화는 다양한 치료자들이 정신 건강의 증진에 있
어서 필수적인 것으로 강조해온 바이다. 세상을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지각하고 바라본다는 것, 올바른 견해와 더 확장된 조망을 갖는다는 것은 
인간을 유연한 적응으로 이끈다고 알려져 있다(Ellis, 2003; Jung, 1984). 
본 훈련이 7일이라는 짧은 시간을 통해서도 지속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
었던 것은 자기중심적 세계관으로부터 정서전염과 같은 상호연결적, 상호
의존적 세계관으로의 확장된 조망과 태도 변화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여겨
진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개발된 경험기록지를 통해 스스로의 훈련 과
정을 점검하고 또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대안적인 명상 훈련 방식
은 여러 경제적, 기능적 효과를 지닌다. 참여자들이 매주 오프라인 집단에 
참여해야 하는 수고와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일 
참여자들의 진행 사항을 기록, 점검할 수 있다는 점은 명상 훈련의 지속 
면에서도 효과적인 훈련 방식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제한된 공간 내에서 
실시하게 되었을 때의 인원 및 시간, 장소 제한과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여 
대규모 적용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원어민(digital native; Prensky, 2001)이라 불리
울만큼 디지털 기기에 친숙한 세대들을 위한 다양한 온라인 교육 및 심리 
상담 플랫폼이 개발되고 있는 최근 흐름을 반영하였을 때, 명상 또한 전통
적인 방식을 떠나 일상에서 언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경험표집을 통한 자비조망 훈련을 처치 
교육 과정까지도 온라인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면 디지털 세대에 맞는 대
안적인 명상 훈련 방식으로 보급될 수 있는 가능성도 시사된다. 



155

종 합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정서전염 상황에서도 자신과 타인의 고통에 
압도되거나 소진되지 않고 건강하고 지혜로운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구
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타인의 고통을 묵과하지 않고 자비로운 
마음을 낼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떠한 태도가 필요한지, 진정한 자비와 유사 
자비를 구분하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자비의 본질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또한 고통받는 내담자를 만나는 임상 현장에 있는 정신건강 전문
가들을 소진으로부터 보호하면서도 내담자의 고통과 온전히 함께 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떠한 태도가 필요한지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은 일련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1에서는 진정한 자비의 본질을 탐구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과정에
서의 다양한 어려움과 저해요인 등을 밝히기 위해 자비 체험에 대한 현상
학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현장에서 10년 이상 재
직한 사람 가운데 선발된 8명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
였다. van Manen(1990)의 해석학적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면담 내용
을 분석한 결과, 3개의 본질적 주제와 7개의 상위 주제 및 22개의 하위주
제가 도출되었다. 

첫 번째 본질적 주제는 <고통 앞에서의 자비 체험>이다. ‘고통받는 존
재를 향한 지향’과 ‘사랑과 고통의 체험이 빚어내는 자비’라는 상위주제가 
분류되었다. 두 번째 주제는 <자기와 타자의 상호연결성에 대한 인식>이
었고,  ‘자타의 구분이 없는 고통의 교류’, ‘자기와 타자의 연결과 단절’의 
주제가 포함되었다. 마지막 <건강한 자비를 위한 반성적 고찰>에는 ‘고통
을 대하는 마음챙김의 태도’, ‘자기몰입적 태도로부터의 탈피’, ‘고통받는 
이가 주체로 서게 하는 힘’의 상위주제가 분류되었다. 

자비 체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와 문헌 고찰을 통해, 고통이라는 현상
은 한 개인에게 독립적으로 귀속된 것이 아니며, 고통의 상호교류를 통해 
고통받는 사람을 돕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그 고통스러운 정서가 자동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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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점화되는 과정임을 알 수 있었다. 고통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자기와 타
자가 상호연결되어 있다는 것과, 타인의 고통을 함께 하고 견딜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자신의 고통에 먼저 충분히 연결되는 것이 선행되
어야 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고통에 대한 자기자
비가 필요하다는 것과, 자신의 내면에 대한 진실한 직면이 필요하다는 것
이 고찰되었다. 한편, 자비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
기 위해 일방적인 도움을 베풀면서 타인을 대상화하는 것과 같은 자기몰
입적 태도를 벗어나 타인 중심적 관점에서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자비를 
실천하는 것, 이를 위한 자기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또한 건강한 자비를 실천하는 태도로서, 고통에 대한 판단과 대상에 대한 
차별을 내려놓고, 순수한 주의를 기울이며 고통 자체를 감각 그대로 경험
하는 마음챙김의 태도가 요구된다는 것이 드러났다. 고통받는 사람이 고통
을 통해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에 섣부른 조언이나 가르침으로 개입하거나 
자기중심적인 도움으로 그 성숙의 과정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과 
경외의 태도로 바라봐주는 마음, 고통 속에서 스스로 주체가 되어 설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절제의 마음이 요구된다는 것이 본 현상학적 연구를 
통해 새롭게 부각되었다.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고통받는 사람을 돕고자 
하는 과정에서 자동적이고 비의식적인 정서전염이라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정서전염의 현상 속에서 마음챙김하지 못하고 부
적응적으로 자기에게 몰입하는 태도가 자비를 저해한다는 것을 양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정서전염이 자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자기몰입이 매개하여 자비를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정 정서
전염이 자비로 가는 관계에서 마음챙김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지
만, 자기몰입은 자비를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타인
의 고통을 마주 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정 정서전염 상태에 빠지기 쉬운
데, 이 상태에서는 타인을 향한 자비로 이어지기보다는 자기몰입 상태에 
빠지기 쉬우므로, 자비를 함양하기 위해서는 자기몰입을 감소시키는 개입
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157

 긍정 정서전염과 자비의 정적 상관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비를 함양하는 개입에 있어서 상대의 고통
에 대한 공감이나 연민이 강조되어왔는데, 부정 정서와 관련된 측면뿐 아
니라 상대의 행복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태도는 사무량심의 희(喜)무량심
의 측면에 해당한다. 자·비·희·사로 이어지는 사무량심을 순차적 발달의 과
정으로 본다면, 자애와 연민 이후에 오는 마음은 상대의 행복을 시기하지 
않고 함께 기뻐할 줄 아는 마음이 될 것이다. 상대의 행복을 두고 자신의 
처지와 비교하는 자기몰입적 태도가 아니라, 상대의 행복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고, 함께 행복감을 공유할 수 있다면 현대인들이 당면해 있는 단절
과 소외를 극복하고 공동체적 의식 및 연대감으로 나아가는 데에도 도움
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연구 3에서는 자비를 저해하는 것으로 밝혀진 부적응적인 자기몰입을 
줄이기 위한 자비조망 훈련 처치를 고안한 후, 경험표집 및 사전사후 검증
을 통해 양적/질적 효과를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자비조망 훈련
의 내용은 본 연구 1에서 진행된 현상학적 연구의 내용 및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이완 및 자비명상을 참고하여 자비를 증진하는 개입을 포함하였고, 
자기몰입의 감소를 위해서는 Hadash(2016)의 연구에서 제시된 탈자기참
조적 과정 처치의 지시문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서울시 소
재 대학생 및 대학원생 40명이었으며, 실험집단인 자비조망 훈련 집단
(n=21)과 통제집단인 마음챙김 훈련 집단(n=19)으로 무선배정하였다. 각 
집단 모두 1시간 가량의 소집단 교육을 1회 실시하였고, 교육이 끝난 후 
다음 날부터 1주일간 매일 1회, 약 15분간, 총 5-7회의 온라인 경험기록
지를 작성하였다. 경험기록지 상에서는 매일 저녁 하루 동안 있었던 불편
감에 대해 각각 자비조망 훈련/마음챙김 훈련을 실시한 후, 불편감과 그
에 대한 자기참조적 과정(주의방향, 반복적 동일시, 소유 의식, 행위주체 
의식, 경험과의 융합)을 양적으로 측정하고 불편감 및 내적 경험에 대한 
태도 변화를 질적/양적으로 측정하였다. 

사전/사후/추후 3회 측정한 결과를 보면, 자비조망 훈련 및 마음챙김 
훈련 두 집단 모두 불안, 자기몰입, 개인적 고통, 고통감내력 부족 수준에



158

서의 감소를 보고하였고, 삶의 만족도에서 유의미한 증가를 나타내었다. 
자비조망 집단은 마음챙김 집단과 달리 조망수용의 유의미한 증가를 보였
고, 마음챙김 집단에서도 자기참조적 과정에 대한 개입이 추가되자 자비, 
자기자비의 개선이 일어났다. 또한, 자기참조적 과정에 있어서 경험과의 
반복적 동일시, 경험을 스스로가 발생시킨 것이라는 행위주체 의식, 융합 
정도에서 자비조망 집단이 더 낮은 수준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처치의 효과는 자기참조적 과정에 대한 개입, 즉 자신의 경험을 
‘내가 발생시킨 것’이라고 동일시하지 않는 것에 그 핵심적 기제를 두고 
있다고 여겨진다. 자비조망과 마음챙김 집단 모두 체험적 탈자기참조적 과
정에 대한 개입을 적용하였으나, 경험과의 반복적 동일시, 행위주체 의식, 
경험과의 융합 정도가 자비조망의 집단에서 더 유의미하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비조망 집단은 정서전염과 같은 상호의존성에 대한 이해를 통
해 경험을 더 확장된 조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태도를 훈련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여겨진다. 마음챙김 집단에서도 내적 경험과의 분리
가 보고되었지만, 자신의 경험이 스스로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면 어디에서 
온 것인지 귀인할 수 있는 다른 맥락이 없었다는 점은 중요한 차이일 수 
있다. 따라서 Hadash 등(2016)의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정서전염과 
같은 상호의존적 맥락이 설명되는 경우 체험적 탈자기참조적 개입의 효과
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권석만(2008)은 불교와 심리학이 고통을 극복하는 접근법에 있어 차이
를 보인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양자 모두 내면의 변화를 통해 
고통의 극복을 모색하며 이를 위해 내관적 방법을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불교는 자기의 존재까지도 회의하고 성찰하는 노력인 반
면, 심리치료는 자기의 존재를 암묵적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자기에 대한 
생각을 재검토하는 노력이다. 불교는 모든 인식이 공하다는 입장에서 이에 
집착하지 않게 하는 인식의 해체작업인 반면, 심리치료는 인식의 대체작업
이라 보았다. 

불교적 접근에서처럼 자아중심적 관념을 해체한다는 것은 현대인들에게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서구 기독교 문화에서 절대자인 신으로부터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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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 독립된 자기를 세우고 자유의지를 획득하는 것은 첨예한 주제였다. 
동양에서 또한 집단주의적 문화의 압력 속에서 독립된 개체를 존중하는 
것은 근대 이후 커다란 과제이기도 했다. 또한 전체주의적, 획일적 가치가 
지배하는 문화 속에서 개인이 자기 자신에게 몰입함으로써 집단에 매몰되
지 않으려고 하는 무의식적 시도는 기능적인 측면을 지니기도 한다. 

Engler(1998)는 건강한 자기감과 자기가 궁극적으로는 환상이라는 통
찰 모두 완전한 심리적 안녕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한다. 또한 무아
(無我)가 될 수 있으려면 반드시 먼저 유아(有我)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자
기라는 동일시와 집착을 버리기 전에 무엇이 자기인지 자기 감각부터 확
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자기감이 결핍되고 자기구조가 취약한 
사람들에게 불교의 무아라는 교리는 더 매력적인 것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경계선적 구조를 가진 사람들에게 무아나 무집착의 가르침은 대인관
계 능력의 결핍을 합리화해줄 수 있고, 자기애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는 깨달음이라는 이상이 모든 정신적 굴욕과 속박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자신이 특별하고 우월하다는 자기애적 분투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음을 역설하였다(Wilber, Engler, & Brown, 2017; 박성
현, 2018에서 재인용). 또한 미발달된 자아를 지닌 개인에게 섣부른 자아 
관념의 붕괴나 미성숙한 자기초월은 정신증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Wilber et al., 2017). 

자비의 발달적 차원에서도 이러한 측면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우선 자
기 자신에게조차 자비롭지 못한 이들은 자기감의 확립과 자기자비의 함양
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혀진 바 있다(Gilbert, 2005; Neff & 
Pommier, 2015). 반대로 자기 자신에게만 너그럽고 타인에게 잔인한 이
들은 타인을 향한 자비로운 조망의 확장과 고통의 보편성에 대한 성찰을 
통해 연결을 지향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그들이 자신만을 위하는 자기
중심적 태도는 진정으로 자신에게 자비로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나 
취약한 자기를 직면하기 두려워하는 방어적 태도일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은 자신의 고통과 상처에 더 깊이 접촉하고 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자비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지 모른다. 자신의 상처로 인해 갖게 된 방어적



160

이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때, 타인을 향해서도 더 자
비로운 관점을 갖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가장 자비가 미발달
된 경우는 자타 모두에게 잔인하고 단절된 태도를 보이는, 어쩌면 가장 깊
은 고통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이들은 자비로 나아가기 이전에 
온전한 사랑과 존중을 받는 체험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 본 연구 
1에서도 드러났듯이 타인과의 충만한 연결의 경험을 통해 온전히 수용받
고 사랑받았던 체험이 바탕에 있어야 인간은 비로소 자비로 나아갈 수 있
는 존재일지 모른다. 

본 연구를 통해, 진정한 자비는 고통의 가치와 보편성을 이해하는 것에
서 출발하여, 자기몰입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타인의 고통으로 조망을 확장
하여 고통받는 상대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존중하고 함
께 하는 태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자기와 타자가 고통
을 서로 주고받는 과정을 더 면밀히 알아차리고, 타자의 고통에 조망을 확
장할수록 우리가 더 자비로워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몰입적 태도로 
인한 고통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정서전염과 자비의 관계를 체험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현상
학적 연구로 더 깊이 있게 해석하였으며, 이를 양적으로 검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현상학적 연구에서 도출된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자비
와 조망수용의 증진 및 자기몰입과 불안, 고통감내력 부족의 감소에 효과
적이고 경제적인 개입 방법을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측면들은 임상 및 상담전문가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측면들이며, 상담
자의 소진을 방지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도 함의를 지닌다. 또
한, 자기와 타자의 상호연결성의 맥락과 고통을 무릅쓰고 타인의 고통 속
으로 들어가는 인간의 성품에 대한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자비를 함양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에 경험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Olendzki(2010)는 “현상들을 ‘나의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면, 현상들
에 대한 애착으로 고통받는 자아는 구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본 연구
를 통해, 정서전염의 과정 속에서 개인에게 경험되는 여러 정서 상태를 자
기몰입적으로 동일시하지 않고, 타인의 영향이 내게 경험되었음을 알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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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것, 그리고 자기와 타자 모두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하기를 염원하는 
자비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는 정서전염의 과정에서 덜 고통받
고, 타인의 행복에 더 함께 기뻐하며, 더 자비로워질 수 있을 것이라는 시
사점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
비 체험에 관한 현상학 연구에서는 고통의 체험 및 자기와 타자의 상호연
결성, 건강한 자비에 관한 반성적 고찰을 위주로 탐구하였기 때문에 자비
의 긍정적 측면, 고통의 전염뿐만 아니라 행복의 전염과 자비를 통한 환
희, 통찰과 같은 측면들을 포함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자기자비
와 타인을 향한 자비의 상호보완적 관계에 대해 참여자들의 삶 속에서 드
러난 생생한 체험을 통해 보다 깊은 탐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타자의 고통을 인식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자기 고통의 치
유 정도가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통합적 검증을 통해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전염과 자기몰입, 자비, 마음챙김을 자기보고식 설
문을 통해 살펴보았다는 제한점을 지닌다. 또한 연구 3에서는 경험표집을 
통해 체험적 탈자기참조적 과정을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방식은 참여자들
이 자기참조적 과정으로부터 얼마나 분리할 수 있었는지를 객관적이고 엄
밀하게 측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박헌정(2019)은 불이성, 비실체성, 비집
착성을 하위요인으로 하는 무아 척도를 개발하였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이
와 같은 척도를 활용하여 자기몰입 및 자기참조적 과정에서의 감소가 무
아 척도에서도 관찰 가능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후속 연구에서는 높은 자아 상태와 낮은 자아 상태 각각이 지닌 
특성에 대한 추가적인 탐색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의 자아 강도 
및 발달 수준별로 적합한 차별적인 개입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
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기자비, 마음챙김, 자비
조망을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개개인에 따라 무엇을 우선시해야 하
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경험적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자비와 유사한 개념들 간의 명확한 구분이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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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감과 자비, 이타주의의 측면에 있어
서 자기와 타자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어
떻게 인식하고, 그 인식과정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심리학적, 
철학적 탐색이 필요할 것이다. 타인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공감하는 것이 
가능한가, 자신의 정서를 투사하는 것인가, 아니면 타인의 고통에 전염되
는 것인가, 타인이 투사한 정서에 동일시되는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다양
한 학자들이 고민해온 바이기도 하다(Gurwitsch, 1979; Lipps, 1900; 
Zahavi, 2019). 또한 자비가 정서전염과 투사적 동일시와는 어떻게 다른
지, 자비라는 경험 안에서 고통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 전달되고 공유되는
지에 대한 경험적이고 실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양한 정신병리와 자비와의 관계도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타인의 고
통에 무관심하거나 비공감적인 발달장애, 반사회적 성격장애, 자기애성 성
격장애, 타인의 욕구에 과도하게 복종하는 의존성 성격장애 등과 자비는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이들에게 건강한 자비를 함양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접근이 필요한지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진다면, 심리치료 면에서도 큰 시사
점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울 및 불안 수준, 외상 경험, 자아강도, 
애착 유형, 성격적 특성 등이 타인을 향한 자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에 대해서도 경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한편, 자비와 심리적 건강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타인의 고통에 대한 접근으로서의 자비는 일시적으로 자
신의 안녕감을 포기하는 행위일 수 있다. 타인의 고통으로부터 오는 대리
적 고통이 반드시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손상을 주는 것인지 장기적으
로는 더욱 성숙한 발달을 이끄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단기적 접근이나 설
문 연구만으로 단정지을 수 없다. 이는 과연 무엇을 적응이라고 할 것인지
의 문제와 맞물린다. 

또한 우리는 자비가 자동적인가, 의식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
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은 의식적, 자동
적 양쪽 측면을 지닌다. Preston과 de Waal(2002)의 지각-행위 모델
(Perception-Action Model, PAM)에 따르면 우리가 타인의 정서를 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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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우리의 두뇌에서는 자신이 그 정서를 표현할 때와 같은 피질 영역
이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으로 활성화되어, 상대방과 유사한 정서적 상태가 
유발된다. 즉, 타인이 고통을 겪을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타인의 고통
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자동적인 공감이 자비로 이어지
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타인의 정서를 지각할 때 자동
적으로 일어나지만, 지속되지 못한 상태로서의 자비가 있다면, 우리는 자
비의 자동적 측면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
비를 함양한다는 것은 마치 없는 불을 새롭게 피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동적으로 일어난 불을 어떻게 꺼뜨리지 않고 지속시킬 수 있을지에 대
한 문제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와 맞물려 정리해보면, 자기몰입과 같
은 태도를 감소시키고, 마음챙김이라는 순수한 주의를 유지함으로써 자비
라는 따뜻한 마음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자비를 함양하는 첩경이 
될 수 있겠다. 

자기와 타자가 자비와 정서전염이라는 현상 속에서 상호의존적인 상태
로 존재한다는 것을 밝히는 연구는 현대 사회의 자기중심적, 선형적 단일 
방향 인과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타자의 상태가 나의 존재를 구성하는 데 
필수적이며, 고통 뿐만 아니라 행복 또한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검증하
는 데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이해가 공유된다면, 자비가 더 이
상 윤리적 당위로서가 아니라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하는 보호 장
치이며, 자기와 타자를 모두 지혜롭게 바라보고 배려하는 기제로서 함양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동양적 전통에서의 자비를 체험적 탈자기참조
적 과정과 함께 탐색하고, 그 치료적 효과를 검증하려는 초기의 시도로써, 
향후 자비 연구뿐만 아니라 동양의 불교를 서구의 심리학적 방법론과 접
목하려는 다양한 노력에 있어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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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자비 척도

다음은 평소 자신의 마음, 타인, 세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자신에
게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내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마음은 안정되고 평온하다. 1 2 3 4 5

2. 누구를 만나든 마음이 흐뭇하다. 1 2 3 4 5

3. 타인에게 적대적이다. 1 2 3 4 5

4. 나보다 잘된 사람을 보면 시기하는 마음이 
생긴다. 1 2 3 4 5

5. 나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한 존재이다. 1 2 3 4 5

6. 나는 모든 존재에 대해 감사히 여긴다. 1 2 3 4 5

7. 나에게 상처를 준 대상에게 어떻게든 앙갚음 
하려고 한다. 1 2 3 4 5

8.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아무런 대가가 
없어도 도움을 주고 싶다. 1 2 3 4 5

9.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까움이 
일어난다.

1 2 3 4 5

10. 세상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1 2 3 4 5

11. 나에게 이득이 없으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봐도 모른 체 한다. 1 2 3 4 5

12. 마음의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아픔에 공감이 간다. 1 2 3 4 5

13.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하고만 관계를 
맺는다. 1 2 3 4 5

14. 나는 모든 생명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여긴다. 1 2 3 4 5

15. 내가 필요할 때만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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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한국판 정서전염척도 

다음은 평소 자신의 마음과 타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내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꼬옥 끌어안을 때 
나의 마음이 녹는다. 1 2 3 4 5

2. 스트레스 받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나는 내 
자신이 긴장하게 되는 것을 느낀다. 1 2 3 4 5

3.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바라볼 때 나의 마
음은 사랑의 기운으로 가득 찬다. 1 2 3 4 5

4. 치과 대기실에서 겁에 질린 아이의 날카로운 비
명을 듣는 것은 나를 불안하게 한다. 1 2 3 4 5

5. 행복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내 마음이 행복한 
생각들로 채워진다. 1 2 3 4 5

6. 뉴스에서 희생자들의 공포에 질린 얼굴을 보게 
되면 나는 그들이 얼마나 공포스럽게 느꼈을 지
를 상상하게 된다.

1 2 3 4 5

7. 누군가 내게 따뜻하게 미소 지을 때, 나는 미소
로 답하고 따뜻함을 느낀다. 1 2 3 4 5

8. 나와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울기 시작하면, 
나는 눈물을 글썽거리게 된다. 1 2 3 4 5

9.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만지면 나는 내 몸
이 반응하는 것을 감지한다. 1 2 3 4 5

10. 기분이 가라앉을 때, 행복한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 내 기분을 좋아지게 한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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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한국판 인지적·정서적 마음챙김 척도

다음의 문항을 잘 읽으신 후, 각 문항들에 얼마나 자주 해당되는지 표시해 주
십시오.

문      항 좀처럼 
아니다

때때로 
그렇다

자주 
그렇다

거의 
언제나 
그렇다

1.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쉽게 집중한다. 1 2 3 4

2. 나는 정서적 고통을 견딜 수 있다. 1 2 3 4

3.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
아들일 수 있다. 1 2 3 4

4. 평소 내가 바로 지금 어떻게 느끼는지를 상당히 
자세하게 기술(묘사)할 수 있다. 1 2 3 4

5. 나는 쉽게 주의가 산만해진다. 1 2 3 4

6. 내 생각과 감정들을 놓치지 않고 쉽게 따라간
다. 1 2 3 4

7. 내 생각들에 대해 (옳다거나 틀리다는 식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생각들을 알아차리려고 노력
한다.

1 2 3 4

8. 내가 경험하는 생각과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받
아들일 수 있다. 1 2 3 4

9.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다. 1 2 3 4

10. 나는 오랜 기간 동안 한 가지 일에 면밀하게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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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자기초점적주의(부적응적 자기몰입) 척도

다음 문항을 주의 깊게 읽으신 후, 자신에게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

나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자주 어떤 생각에 매여 대화 내용을 놓친
다.

1 2 3 4 5

2. 자주 불편한 감정에 신경이 쓰여 내가 어
떤 기분인지 알아차리기 어렵다.

1 2 3 4 5

3. 말을 잘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신경을 쓴
다.

1 2 3 4 5

4. 어떤 기분에 자꾸 신경을 쓴다. 1 2 3 4 5

5. 긴장해서 행동하고 있는지 자꾸 신경을 쓴
다. 

1 2 3 4 5

6. 자주 어떤 생각에 신경이 쓰여 내 의견을 
알아차리기 어렵다.

1 2 3 4 5

7. 얼굴이 붉어지거나 떨고 있는지 계속해서 
신경을 쓴다.

1 2 3 4 5

8. 내가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있는지 끊임없
이 살핀다.

1 2 3 4 5

9. 내가 호흡을 잘 조절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한다.

1 2 3 4 5

10. 어떤 기분에 사로잡혀 상대의 이야기를 
놓친다. 

1 2 3 4 5

11. 자주 어떤 생각이 떠올라 떨치기 어렵다. 1 2 3 4 5

12. 내가 긴장하고 있는지 예민하게 신경을 
쓴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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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사람들 앞에서 발표할 때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3. 긴장해서 행동하고 있는지 자꾸 신경을 
쓴다.

1 2 3 4 5

14. 어떤 기분에 자꾸 신경을 쓴다. 1 2 3 4 5

15. 내 의견을 잘 이야기하고 있는지 지나치
게 신경을 쓴다.

1 2 3 4 5

16. 자주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내 의견을 알
아차리기 어렵다.

1 2 3 4 5

17. 내가 긴장하고 있는지 예민하게 신경을 
쓴다.

1 2 3 4 5

18. 자주 어떤 기분에 매여 발표 내용을 놓친
다.

1 2 3 4 5

19. 자주 어떤 생각이 떠올라 떨치기 어렵다. 1 2 3 4 5

20. 얼굴이 붉어지거나 떨고 있는지 계속해서 
신경을 쓴다.

1 2 3 4 5

21. 내가 적절하게 행동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살핀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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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자기자비 척도 

다음 문항들은 일상생활에서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생각이나 행동을 기
술한 것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정도에 따
라 해당되는 곳을 표시해 주세요

문항 내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 자신의 결점과 부족한 부분을 못마
땅하게 여기고 비난하는 편이다. 1 2 3 4 5

2. 나는 기분이 처질 때 잘못된 모든 일들을 강
박적으로 떠올리며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3. 나는 상황이 나에게 좋지 않게 돌아갈 때, 
그러한 어려움은 모든 사람이 겪는 인생의 
한 부분이라고 여긴다.

1 2 3 4 5

4. 나는 내 부족한 점을 생각하면, 세상과 단절
되고 동떨어진 기분이 든다. 1 2 3 4 5

5. 나는 마음이 아플 때, 내 자신을 사랑하려고 
애를 쓴다. 1 2 3 4 5

6. 나는 나에게 중요한 어떤 일에서 실패를 하
면,내 능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에 사로잡힌다. 1 2 3 4 5

7. 나는 기분이 축 처지고 마음이 갈팡질팡할 
때, 세상에는 나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고 생각한다.

1 2 3 4 5

8. 나는 정말로 힘들 때는, 내 자신을 더욱 모
질게 대하는 경 향이 있다. 1 2 3 4 5

9. 나는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하거나 화가 
날 때는, 감정의 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한
다.

1 2 3 4 5

10. 나는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면,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부족감을 느낄 거라는 
생각을 떠올리려고 애를 쓴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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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내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 나는 내 성격 중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점
을 견디거나 참기 어렵다. 1 2 3 4 5

12. 나는 정말로 힘든 시기를 겪을 때, 내게 필
요한 돌봄과 부드러움으로 나를 대한다. 1 2 3 4 5

13. 나는 기분이 쳐져 있을 때,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행복할 거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14. 나는 뭔가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그 상
황에 대해 균형잡힌 시각을 가지려고 노력한
다.

1 2 3 4 5

15. 나는 내가 겪은 실패들에 대해서 사람이라
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로 보려고 노력한
다.

1 2 3 4 5

16. 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 나 자신의 어떤 면
들을 보면, 스 스로를 비난한다. 1 2 3 4 5

17. 나는 나에게 중요한 어떤 일에서 실패하면, 
그 상황을 가급적 균형잡힌 시각으로 보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18. 내가 정말로 힘들게 애를 쓰고 있을 때, 다
른 사람들은 틀림없이 나보다 더 마음 편하
게 지내고 있을 거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19. 나는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나 자신에게 친
절하게 대한다. 1 2 3 4 5

20. 나는 어떤 일로 기분이 상하거나 화가날 
때, 내 감정에 휩싸이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21. 나는 고통을 겪을 때는 나 자신에게 약간 
냉담하게 대하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22. 나는 기분이 처질 때면 호기심과 열린 마음
을 갖고 내 감정에 다가가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198

문항 내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3. 나는 내 자신의 결점과 부족함에 대해 관대
하다. 1 2 3 4 5

24. 나는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그 일을 크
게 부풀려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25. 나는 중요한 어떤 일에서 실패하면, 나 혼
자만 실패한 기분이 든다. 1 2 3 4 5

26. 내 성격 중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이해하고 견디어내려고 한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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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대인관계 반응지수 (공감 척도)

다음은 여러분이 상대방의 감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입니다. 
잘 읽고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문항 내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남을  비난하기 전에 내가 만일 그 사람
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느낄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2. 나는 재미있는 이야기나 소설을 읽을 때 그 
이야기 속의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어떨까 
상상해본다.

1 2 3 4 5

3. 누군가가 이용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 나는 그
를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1 2 3 4 5

4. 나는 긴급 상황에서 절실히 도움을 필요로 하
는 사람을 보면 내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 사
람 일에 빠져버린다.

1 2 3 4 5

5. 나는 어떤 문제에 대해 일단 내가 옳다고 확
실히 믿으면 그 후로는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
아 듣지 않는다.

1 2 3 4 5

6. 나는 소설을 읽을 때 주인공의 느낌에 정말로 
깊이 빠져든다. 1 2 3 4 5

7. 나는 누군가 억울하게 취급당하는 것을 보아
도 그들에게 동정심이 별로 일지 않는 때가 더
러있다.

1 2 3 4 5

8. 나는 가끔 감정적으로 흔들림을 심하게 느끼
는 상황에서, 해봤자 소용 없다는 무력감 을느
낀다.

1 2 3 4 5

9. 때때로 나는 친구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 것
인가를 상상해봄으로써 그들을 더 잘 이해하려
고 노력한다.

1 2 3 4 5

10. 영화나 연극을 볼 때 나는 대개 객관적인 입
장에서 보기 때문에 영화나 연극에 완전히 사
로잡히는 때가 거의 없다.

1 2 3 4 5

11. 나보다 불행한 사람들을 볼 때 자주 그를 염
려하는 따뜻한 감정이 일어난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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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내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2. 긴급 상황에 놓이게 되면 걱정이 되고 불안
하다. 1 2 3 4 5

13. 나는 모든 질문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믿고 두 측면 모두를 살펴보려고 한다. 1 2 3 4 5

14. 나는 연극이나 영화를 보면서 내가 마치 
주인공인 것처럼 느낀 적이 있다. 1 2 3 4 5

15. 나는 스스로를 매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16. 나는 대개 위급한 상황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행동한다. 1 2 3 4 5

17. 나는 때때로 상대편의 입장에서 사태를 보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8. 나는 내게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하여 
비교적 규칙적으로 백일몽을 꾸거나 상상을 
한다.

1 2 3 4 5

19.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들에 
대해 별로 마음아파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1 2 3 4 5

20. 나는 긴장된 상황 속에 있는 것이 두렵다. 1 2 3 4 5
21.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도 살펴보려고 한다. 1 2 3 4 5

22. 나는 좋은 책이나 영화에 깊이 빠져드는 일이 
드물다. 1 2 3 4 5

23. 다른 사람들의 불행이 나를 크게 혼란에 
빠뜨리는 적은 별로 없다. 1 2 3 4 5

24. 나는 누가 부상당하는 것을 봐도 차분한 
마음으로 있을 수 있다. 1 2 3 4 5

25.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 나는 대개 잠시나마 
그의 입장에서 보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26. 좋은 영화를 볼 때 나는 쉽게 중요 인물이 
놓인 입장에 선다. 1 2 3 4 5

27. 나는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자주 
깊이 감동한다. 1 2 3 4 5

28. 나는 비상시에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는 편이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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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삶의 만족도

아래에는 당신이 동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다섯 문항이 제시
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에 동의 또는 반대하는 정도에 따라서 1~7 사이의 숫자에 
표시해 주세요. 자유롭게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내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약간 

아니다
중간
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전반적으로 나의 인생은 내가 이상적
으로 여기는 모습에 가깝다. 1 2 3 4 5 6 7

2. 내 인생의 여건은 아주 좋은 편이다. 1 2 3 4 5 6 7

3.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 1 2 3 4 5 6 7

4. 지금까지 나는 내 인생에서 원하는 중
요한 것들을 이루어냈다. 1 2 3 4 5 6 7

5. 다시 태어난다 해도 나는 지금처럼 살
아갈 것이다. 1 2 3 4 5 6 7



202

부록 8. 특성 불안 척도

 다음 문항을 주의 깊게 읽으신 후, 당신이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느끼고 
있는 바를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여기에는 옳고 그른 답은 
없습니다. 

    나는...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기분이 좋다. 1 2 3 4
2. 쉽게 피로해진다. 1 2 3 4
3. 울고 싶은 심정이다. 1 2 3 4
4. 다른 사람들처럼 행복했으면 한다. 1 2 3 4
5. 마음을 빨리 정하지 못해서 실패를 한다. 1 2 3 4
6. 마음이 놓인다. 1 2 3 4
7. 차분하고 침착하다. 1 2 3 4
8. 너무 많은 어려운 문제가 밀어닥쳐서 할 수 없을 

것 같다. 1 2 3 4

9. 하찮은 일에 너무 걱정을 많이 한다. 1 2 3 4
10. 행복하다. 1 2 3 4
11. 무슨 일이건 힘들게 생각한다. 1 2 3 4
12. 자신감이 부족하다. 1 2 3 4
13. 마음이 든든하다. 1 2 3 4
14. 위기나 어려움을 피하려고 애쓴다. 1 2 3 4
15. 울적하다. 1 2 3 4
16. 만족스럽다. 1 2 3 4
17. 사소한 생각이 나를 괴롭힌다. 1 2 3 4
18. 실망을 지나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지워버릴 수가 없다. 1 2 3 4

19. 착실한 사람이다. 1 2 3 4

20. 요즈음 걱정거리나 관심거리를 생각하면 
긴장되거나 어찌할 바를 모른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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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지난 1주일 동안...
극히 

드물게
(1일 이하)

가끔
 (1-2일)

자주
(3-4일)

거의 
대부분
(6-7일)

1.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귀찮게 
느껴졌다. 0 1 2 3

2. 입맛이 없었다. 0 1 2 3

3. 가족이나 친구들을 만나보고 얘기도 했지만 계속 
기분이 좋지 않았다. 0 1 2 3

4. 나는 남들만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다. 0 1 2 3

5. 내가 하는 일에 마음을 집중하기가 어려웠다. 0 1 2 3

6. 기분이 우울하였다. 0 1 2 3

7.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모두가 어렵게 느껴졌다. 0 1 2 3

8. 미래에 대하여 희망적으로 느꼈다. 0 1 2 3

9. 내 인생은 실패작이라고 생각하였다. 0 1 2 3

10. 두려움을 느꼈다. 0 1 2 3

11. 잠을 시원하게 못 잤다. 0 1 2 3

12. 행복한 편이었다. 0 1 2 3

13. 평상시보다 대화를 적게 하였다. 0 1 2 3

14. 외로움을 느꼈다. 0 1 2 3

15. 다른 사람들이 다정하지 못하다고 느꼈다. 0 1 2 3

16. 생활이 즐겁다고 느꼈다. 0 1 2 3

17. 울었던 적이 있다. 0 1 2 3

18. 슬픔을 느꼈다. 0 1 2 3

19. 주위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0 1 2 3

20. 무슨 일이든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0 1 2 3

부록 9. 한국판 역학 우울 척도

다음 문항을 잘 읽으신 후, 지난 일주일 동안 귀하가 느끼시고 행동하신 것을 가
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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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0. 고통감내력 부족 척도  

각 문항을 잘 읽고, 평소 자신의 경험을 가장 잘 나타내는 숫자에 표시해 주
시기 바랍니다. * 각 문항에 포함된 ‘괴로운 감정’이란 괴롭거나 불편하게 느껴지
는 다양한 감정 (예: 분노, 슬픔, 불안, 혐오감 등)을 의미합니다. 

문항 내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괴로운 감정을 다스리기 어렵다. 1 2 3 4 5

2.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괴로운 감정을 
잘 견디는 것 같다. 1 2 3 4 5

3. 괴로운 감정을 느끼는 것은 언제나 힘
들고 불쾌하다. 1 2 3 4 5

4. 괴로운 감정을 느끼게 될까봐 두렵다. 1 2 3 4 5

5. 괴로운 감정을 멈추기 위해 뭐든 할 것
이다. 1 2 3 4 5

6. 괴로운 감정을 느낄 때면, 그것이 얼마
나 고통스러운지에 대해서만 정신을 쏟
게 된다. 

1 2 3 4 5

7. 괴로운 감정에서 가능한 빨리 벗어나야 
한다. (그런 감정이 지속되는 것을 견디
기 어렵다.)

1 2 3 4 5

8. 불쾌해질 수 있는 상황을 견디기 힘들
다. 1 2 3 4 5

9. 괴로운 감정을 견디기 어렵다. 1 2 3 4 5

10. 긴장하게 될까봐 두렵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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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 자비조망 훈련 경험기록지

◉ 오늘 하루 중 불편감을 느꼈던 상황에 대해 자비 훈련을 시도해봅시다. 
(없으시다면 가장 최근의 경험을 떠올려보셔도 좋습니다.)

1. 오늘 하루 중, 가장 불편감을 느꼈던 상황을 생생하게 떠올려보고, 그 
상황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누구와 있
었는지, 어떤 감정이었는지, 불편감을 경험한 결과로 하게 된 행동은 
무엇이었는지 3문장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2. 그 상황에서 경험한 불편감의 수준은 어떠했나요? 아래의 숫자에 표시해주세요. 

1------2-----3-----4------5------6------7------8------9------10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             매우 불편했다   
          

3. 당시 불편감과 함께 신체적으로 어떠한 감각을 경험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예시: 심장이 쿵쿵 뛰었다. 손발에 땀이 났다. 가슴에서 울렁거리는 느낌이 들었다. 어깨
가 긴장되었다. 얼굴이 빨개졌다. 머리가 아팠다 등)

4. 당시 귀하의 불편감에 대해 어떤 판단이 들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예시 : ‘이런 감정을 느껴서는 안 돼’,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내가 미숙하다는 거
야’, ‘이 감정은 나를 방해하고 있어’, ‘누구나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어’, ‘이 감정은 힘
들지만 나에게 도움이 될 거야’ 등) 

5. 당시 불편감을 느끼게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했는지 적어보세요. (예시: ‘나는 시험
에서 떨어질까봐 마음이 불편하다.’, ‘상대방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불편하다.’, ‘상
대가 나에게 화를 내서 불쾌하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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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상황에서 나와 관련하여 떠오른 부정적인 생각들을 ‘나는’을 주어로 하여 적어보세
요. (예시: ‘나는 무능하다.’, ‘나는 망신당할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줄 수 
없다.’, ‘나는 저 사람에게 만만하게 보였을 것이다.’, ‘나는 이 상황을 해결해나갈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저 사람을 실망시킬 것이다.’ 등)

7. 그 당시 당신의 주의는 주로 어디를 향해 있었습니까? 

1------2-----3-----4------5------6------7------8------9------10
   상대방이나 당시 상황                                                         나 자신

8. 그 당시 들었던 생각이나 불편감이 당신 자신의 일부처럼 느껴질만큼 자주 반복되어 
익숙한 것이었습니까? 

1------2-----3-----4------5------6------7------8------9------10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9. 그 당시 들었던 생각이나 불편감을 당신 자신의 것이라고 얼마나 확신했습니까?       
(그 당시 경험을 '내가 소유한 것'이라고 확신한 정도를 표시해주세요.)

1------2-----3-----4------5------6------7------8------9------10
전혀 믿지 않았다                                   전적으로 믿었다

10. 그 당시 들었던 생각이나 불편감을 당신이 초래한(만든) 것이라고 얼마나 확신했습니
까?  (그 당시 자신의 내적 경험을 '내가 주체적으로 발생시킨 것'이라고 믿는 정도를 표
시해주세요.)

1------2-----3-----4------5------6------7------8------9------10
전혀 믿지 않았다                         전적으로 믿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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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그 당시 들었던 생각이나 불편감에 대하여 ‘나’와 경험 자체를 얼마나 분리할 수 있었
습니까? 

1------2-----3-----4------5------6------7------8------9------10
쉽게 분리할 수 있었다                                   전혀 분리되지 않았다

◉ 아직 불편감이 남아있다면 자비조망 훈련 녹음 파일을 들으며 실시해
보세요. 내용을 읽기만 하는 것보다 녹음 파일을 들으며 눈을 감고 실제로 
진행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1) 편안한 자세로 앉아 온 몸의 힘을 툭 내려놓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주
의를 몸의 곳곳으로 보내면, 그 부위가 편안하게 이완되는 것을 느낍니다. 
눈가와 입 주변의 긴장된 표정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머리에서부터 목과 
어깨, 척추를 따라 꼬리뼈까지, 두 팔과 다리 끝까지 온 몸이 편안하게 이
완됩니다. 편안한 가운데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호흡을 하는 동안 
느껴지는 신체 감각에 주목합니다.  

2) 호흡과 함께 일어나는 배의 움직임에 주목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것이 좋은 느낌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어나는 생
각과 판단을 부드럽게 내려놓고 신체 감각으로 돌아갑니다. 아주 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이 당신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바라보듯이 자신의 몸의 느낌
을 바라봅니다. 

3) 일어나는 생각들을 없애려고도 하지 않고, 그 생각들이 나의 것이라고
도 여기지 않습니다.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저 맑은 시냇물에 비친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듯 흘러가도록 둡니다.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에 주목합니다. 그 감각은 강할 수도 있고, 아주 미세할 수
도 있습니다. 지금 느껴지는 감각이 무엇이든 존중하는 태도로 경이롭게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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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느낌에서 ‘나’라는 주어를 떼고, 그저 흘러가는 감각 자체로만 느껴
봅니다. 그 감각이 내 몸 안에 있다는 생각도 없이, 내가 그 감각을 만들
었다는 생각도 없이 그저 감각 그 자체로만 경험하고 흘려보냅니다. 

5) 아주 고요하고 편안한 가운데, 오늘 하루 나를 불편하게 했던 상황을 
하나 떠올려봅니다. 그 때 나의 마음을 다시 느껴봅니다. 피하려고 했던 
감정이 있다면 존중하는 태도로 마주하고, 흘려보냅니다. 그 고통이 나쁜 
것이라 판단하지 않고, 그저 느껴야 할 것을 느끼고 보내줍니다. 고통스럽
거나 불편한 감정을 마주하고 경험하면 마음 안에 더 큰 용기와 힘이 생
겨난다는 것을 믿습니다. 

6) 내가 불편감으로부터 자유롭고 편안해진 상태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지 생생하게 떠올려봅니다. 그 때 내가 짓고 있을 표정을 실제로도 지
어봅니다. 입가에 온화한 미소와 부드러운 눈빛이 번져갑니다. 아주 평화
롭고 행복한 느낌이 가슴에 머뭅니다.  

7) 당신의 불편감을 충분히 마주한 후에는, 불편감을 겪었던 상황 속에 등
장했던 사람을 떠올려 봅니다. 직접 대면한 사람일 수도 있고, 내 생각 속
에서 떠올랐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도 자신의 삶에서 다양한 고
통을 겪고 있음을 이해합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간
절히 바란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8)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불편감을 공유했음을 자각하고, 나의 마음과 상
대방의 마음이 함께 편안해지기를 바라는 의도를 가져봅니다. 나와 상대방
이 모두 편안해지기를 염원합니다. ‘나와 그 사람의 마음이 함께 편안해지
기를’ 

9) 그리고 그 사람이 편안해졌을 때의 모습을 마치 눈 앞에서 바라보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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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하게 그려봅니다. 그 때 그 사람이 짓고 있는 표정을 실제로 지어봅니
다. 입가에 온화한 미소와 부드러운 눈빛이 번져갑니다. 아주 평화롭고 행
복한 느낌이 가슴에 머뭅니다. 

10) 이 행복하고 평화로운 느낌이 몸 전체를 가득 채우고, 그 빛이 퍼져나
가 주변을 밝히고, 세상 모든 존재들에게까지 펴져 나가는 것을 상상합니
다. 가슴 가득한 평화로움을 느끼며 천천히 눈을 뜨고 돌아옵니다. 

------------------------------------------------------------

12. 자비 훈련 후, 앞서 경험했던 상황에 대한 불편감의 수준은 어떠한가
요? 아래 수직선에 표시해주십시오. 

1-----2-----3-----4------5------6-----7------8------9----10
전혀 불편하지 않다              매우 불편하다

13. 자비 훈련 후, 앞서 기술한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감정, 신체감각
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 타인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 여전히 불편감을 느끼신다면 그 생각이나 느낌을 
적어주시고, 불편감이 지속되는 경우나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
우, karuna0415@gmail.com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개별 피드백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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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2. 마음챙김 훈련 경험기록지

◉ 오늘 하루 중 불편감을 느꼈던 상황에 대해 마음챙김 훈련을 시도해봅
시다. (없으시다면 가장 최근의 경험을 떠올려보셔도 좋습니다.)

1. 오늘 하루 중, 가장 불편감을 느꼈던 상황을 생생하게 떠올려보고, 그 
상황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누구와 있
었는지, 어떤 감정이었는지, 불편감을 경험한 결과로 하게 된 행동은 
무엇이었는지 3문장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2. 그 상황에서 경험한 불편감의 수준은 어떠했나요? 아래의 숫자에 표시해주세요. 

1------2-----3-----4------5------6------7------8------9------10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               매우 불편했다  
         
3. 당시 불편감과 함께 신체적으로 어떠한 감각을 경험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예
시: 심장이 쿵쿵 뛰었다. 손발에 땀이 났다. 가슴에서 울렁거리는 느낌이 들었다. 어깨가 
긴장되었다. 얼굴이 빨개졌다. 머리가 아팠다 등)

4. 당시 귀하의 불편감에 대해 어떤 판단이 들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예시 : ‘이런 감정을 느껴서는 안 돼’,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내가 미숙하다는 거
야’, ‘이 감정은 나를 방해하고 있어’, ‘누구나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어’, ‘이 감정은 힘
들지만 나에게 도움이 될 거야’, 등) 

5. 당시 불편감을 느끼게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했는지 적어보세요. (예시: ‘나는 시험
에서 떨어질까봐 마음이 불편하다.’, ‘상대방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불편하다.’, ‘상
대가 나에게 화를 내서 불쾌하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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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상황에서 나와 관련하여 떠오른 부정적인 생각들을 ‘나는’을 주어로 하여 적어보세
요. (예시: ‘나는 무능하다.’, ‘나는 망신당할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줄 수 
없다.’, ‘나는 저 사람에게 만만하게 보였을 것이다.’, ‘나는 이 상황을 해결해나갈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저 사람을 실망시킬 것이다.’ 등)

7. 그 당시 당신의 주의는 주로 어디를 향해 있었습니까? 

1------2-----3-----4------5------6------7------8------9------10
   상대방이나 당시 상황                                                         나 자신

8. 그 당시 들었던 생각이나 불편감이 당신 자신의 일부처럼 느껴질만큼 자주 반복되어 
익숙한 것이었습니까? 

1------2-----3-----4------5------6------7------8------9------10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9. 그 당시 들었던 생각이나 불편감을 당신 자신의 것이라고 얼마나 확신했습니까? (그 
당시 경험을 '내가 소유한 것'이라고 확신한 정도를 표시해주세요.)

1------2-----3-----4------5------6------7------8------9------10
전혀 믿지 않았다                                  전적으로 믿었다

10. 그 당시 들었던 생각이나 불편감을 당신이 초래한(만든) 것이라고 얼마나 확신했습니
까?  (그 당시 자신의 내적 경험을 '내가 주체적으로 발생시킨 것'이라고 믿는 정도를 표
시해주세요.)

1------2-----3-----4------5------6------7------8------9------10
전혀 믿지 않았다                        전적으로 믿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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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그 당시 들었던 생각이나 불편감에 대하여 ‘나’와 경험 자체를 얼마나 분리할 수 있었
습니까? 

1------2-----3-----4------5------6------7------8------9------10
쉽게 분리할 수 있었다                                   전혀 분리되지 않았다

◉ 아직 불편감이 남아있다면 마음챙김 훈련 녹음 파일을 들으며 실시해
보세요. 내용을 읽기만 하는 것보다 녹음 파일을 들으며 눈을 감고 실제로 
진행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1) 편안한 자세로 앉아 온 몸의 힘을 툭 내려놓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주
의를 몸의 곳곳으로 보내면, 그 부위가 편안하게 이완되는 것을 느낍니다. 
눈가와 입 주변의 긴장된 표정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머리에서부터 목과 
어깨, 척추를 따라 꼬리뼈까지, 두 팔과 두 다리 끝까지 온 몸이 편안하게 
이완됩니다. 편안한 가운데 숨을 깊게 들이쉬고 들숨보다 더 길게 내쉽니
다. 길게 숨을 내쉴 때마다 당신의 몸은 점점 더 이완됩니다. 

2) 호흡을 하는 동안 느껴지는 신체 감각에 주목합니다. 호흡과 함께 일어
나는 배의 움직임을 느껴봅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것이 좋은 
느낌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어나는 생각과 판단을 부드럽게 
내려놓고 신체 감각으로 돌아갑니다. 아주 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이 당신
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바라보듯이 자신의 몸의 느낌을 바라봅니다. 

3) 일어나는 생각들을 없애려고도 하지 않고, 그 생각들이 나의 것이라고
도 여기지 않습니다.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저 맑은 시냇물에 비친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듯 흘러가도록 둡니다.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에 주목합니다. 그 감각은 강할 수도 있고, 아주 미세할 수
도 있습니다. 지금 느껴지는 감각이 무엇이든 존중하는 태도로 경이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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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봅니다.

4) 그 느낌에서 ‘나’라는 주어를 떼고, 그저 흘러가는 감각 자체로만 느껴
봅니다. 그 감각이 내 몸 안에 있다는 생각도 없이, 내가 그 감각을 만들
었다는 생각도 없이 그저 감각 그 자체로만 경험하고 흘려보냅니다. 

5) 호흡에 집중하되, 들이쉬는 숨에 ‘들숨’, 내쉬는 숨에 ‘날숨’이라는 명칭
을 붙이면서 바라봅니다. 내가 숨을 쉰다는 생각없이, 그저 들숨과 날숨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6) 불편한 생각이나 느낌이 일어나면 부드럽게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불편한 느낌을 피하고 싶어하고, 없애려고 하는 마음을 알아
차리고, 그대로 바라봅니다. 통증이나 불편감은 피하려고 하면 더 강해지
고, 호기심과 경이로움을 가지고 바라보면 더 편안하게 경험하고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대로 만들려고 하거나 싫어하는 것을 없애려고 
하지 않을 때, 몸과 마음의 현상이 일어나는 원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
니다. 

7)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의도와 동기에 민감하게 깨어있을수록 마음
챙김 훈련에 더 진전이 생깁니다.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 약 3분간 마음챙김 훈련을 진행합니다...(3분간 
마음챙김 훈련)... 자, 이제 천천히 눈을 뜨고 돌아옵니다. 

-------------------------------------------------------------

12. 마음챙김 훈련 후, 앞서 경험했던 상황에 대한 불편감의 수준은 
어떠한가요? 아래 수직선에 표시해주십시오.

1------2-----3-----4------5------6------7------8------9------10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             매우 불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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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자비조망 훈련 후, 앞서 기술한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감정, 신체
감각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 타
인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 여전히 불편감을 느끼신다면 그 생각이나 느낌을 
적어주시고, 불편감이 지속되는 경우나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karuna0415@gmail.com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개별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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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 마음챙김 자기자비
자비 1 .77** .63**

사랑 .87** .72** .76**

연민 .41 -.05 -.03

자기중심성 .68** .76** .41

마음챙김 .77* 1 .60**

알아차림 .68** .77** .61**

주의 .33 .72** .36

수용 .69* .64** .25

자기자비 .64** .60** 1

자기친절성 .56* .61** .91**

인간보편성 .49* .22 .73**

마음챙김 .52* .62** .83**

공감 능력 .24 .13 -.17

조망수용 .23 -.03 .30

공감적 관심 .46 .30 .08

상상하기 .21 .30 -.07

개인적 고통 -.41 -.33 -.56*

삶의 만족도 .79**   .72** .59**

자기몰입 -.60** -.77** -.34

우울 -.44 -.09 -.10
불안 -.50* -.44 -.66**

긍정 정서 .33 .30 .32
부정 정서 -.62** -.52* -.51*

고통감내력 부족 -.53* -.48* -.63**

부록 13. 마음챙김 훈련 집단의 사전-사후 변화량간 상관 (N=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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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 마음챙김 자기자비
자비 1 .36 .21

사랑 .91** .41 .37
연민 .36 .16      -.26
자기중심성 .79** .17 .19

마음챙김 .36 1 .28
알아차림 .26 .60** .24
주의 .09 .62** .19
수용 .42 .71** .10

자기자비 .21 .28 1
자기친절성 .40 .32 .81**

인간보편성 .21 .25 .68**

마음챙김 -.22 .28 .64**

공감 능력 .04 .32 -.01
조망수용 -.00 -.40 -.06
공감적 관심 .01 -.12 .17
상상하기 .22  .15 .12
개인적 고통 -.15  .37 -.25

삶의 만족도  .46*  .56* .18
자기몰입 -.29 -.38 -.62**

우울 .38 .12 .40
불안 .40 .27 .30
긍정 정서 -.30 .33 .34
부정 정서 -.26 -.38 -.41
고통감내력 부족 -.32 -.31  .00

부록 14. 마음챙김 훈련 집단의 사전-추후 변화량간 상관(N=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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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sychological Study on Experiences of 
Compassion and Development of 

Compassionate Perspective Training

Hyun-ju Ha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Compassion is the aspiration and attitude that the suffering 
object is to be free from suffering. Many previous studies suggest 
that having a compassionate attitude has positive effects on an 
individual's psychological health. However, the exhaustion caused 
by emotional contagion is reported in the process of practicing 
compassion as wel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mechanism that leads to healthy compassion without being 
overwhelmed or exhausted by the suffering of oneself or of 
others due to emotional contagion. Through phenomenological 
study, the essence of the compassion experienc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assion and emotional contagion was 
explored. A quantitative study was also conducted to verify that 
mindfulness increases compassion and self-absorption decreases 
it, as suggested by the phenomenological study. Finally, a series 
of studies were conducted to develop and verif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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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ssionate Perspective Training’, which includes recognizing 
the interconnectedness between self and others when emotional 
contagion arises, reducing self-absorption, and promoting 
individual psychological well-being and compassion.

In study 1, a hermeneutic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experience of compassion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aspects 
and the essence of true compassion towards the sufferer.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on 8 participants who had at least 10 
years of experience in various fields such as religion, counseling, 
education, meditation, and social welfare. They were selected 
through recommendations from their colleagues or researchers. The 
compassion experience identified through this phenomenological 
study was classified into three essential themes, 7 major themes 
and 20 sub-themes. The first essential theme is <The Experience of 
compassion in the face of suffering>. major themes such as 
‘orientation toward the afflicted’ and ‘compassion from experience 
of love and suffering’ were categorized into this theme. The 
second essential theme is the <Interconnectedness between self 
and others>, which included the major themes of ‘exchanges of 
suffering without separating the self and others’ and ‘connection 
and disconnection of self and others’. The last essential theme, 
<Reflections for healthy compassion>, included the major themes 
of ‘the mindful attitude towards suffering’, ‘the detachment from 
self-absorptive attitudes’, and ‘the power to let the sufferer be the 
subject’.

Study 2 focused on the 'interconnectedness between self and 
others', shown in study 1. The mediation effect of mindfulness 
and self-absorp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contagion and compassion was verified.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n online survey of 300 adults. The results showed that 
self-absorption plays a role as a negative mediator,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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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dfulness as a positive mediat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contagion and compassion. Meanwhile, the mediation 
effect of mindfulness was not significant but self-absorption 
showed a mediation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emotional contagion and compas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an intervention to reduce self-absorption needs to be preceded in 
facilitating compassion. 

Study 3 was designed to examine the effects of Compassion 
Perspective Training(CPT), which was developed to reduce 
maladaptive self-absorption and increase compassion through the 
Experiential Selfless Processing intervention. Forty college 
students were assigned to either CPT group (n=21) or mindfulness 
training group (n=19). Each group was required to train for one 
week and complete an online daily diary. The pre-, post-, 4 
weeks follow up tests showed that both groups reported a 
decrease in self-absorption, anxiety, personal distress and 
distress intolerance level. In addition, there was a significant 
increase in compassion, self-compassion and life satisfaction. 
Unlike the mindfulness training group, there was an increase in 
perspective-taking in the CPT group. Regarding self-reference 
processing, the CPT group showed lower levels of repeated 
identification, sense of agency, and identification with the 
experience, compared to that of the mindfulness training group.

These results suggest that compassion can be enhanced by 
recognizing the interdependent relationship between self and 
others, and maintaining the attitude of mindfulness without 
self-absorption when emotional contagion arises.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it examined the experience of compassion 
in-depth using the phenomenological method. In addition, 
Compassion Perspective Training, which includes intervention 
regarding experiential selfless processing, was developed and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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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iveness was verified. Finally, the clinical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compassion, emotional contagion, self-absorption,  
mindfulness, Experiential Selfless Process(ESLP),    
Compassionate Perspective Training(CPT)

Student Number : 2012-3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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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주제 분류와 양적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논문의 첫 출발부터 끝까지 든든하게 함께 고민해주고, 막막할 때마다 불안한 
마음을 달래준 안도연 언니에게 정말 말로는 다 못할 고마움을 전합니다. 바쁜 
와중에도 언제나 시간 내주고, 정말 내 일처럼 연구의 모든 시기를 함께 해준 
언니가 있어서 논문을 쓰는 과정 내내 외롭지 않았고, 용기 낼 수 있었습니다.

같은 연구실에서 논문의 여러 난관들을 함께 하고, 논문의 초고를 검토해
주고 여러 도움을 주었던 오주용 언니와 이슬아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자
비를 실천하는 적극성과 명철한 현실성을 전달해주었던 주용 언니는 바쁜 저
를 늘 살뜰히 챙겨주었습니다. 따뜻하고 섬세한 마음으로 늘 응원과 지지를 
보내준 슬아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연구 초기 방향 설정과 연구 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셨던 졸업하신 여러 선
배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 박사과정의 여정을 헤쳐나갈 허
효선, 조현석, 양진원, 김효정 후배님들에게도 응원과 감사를 함께 전합니다. 
결혼 준비로 바쁜 중에도 영문초록 수정을 도와준 효선이, 만날 때마다 늘 살
갑게 응원해주던 현석오빠, 쌍둥이 출산 후 힘든 몸을 이끌고 결과발표에 응
원하러 와 준 진원이, 멘토-멘티의 인연으로 만나 이제는 함께 하는 동료가 
된 효정이, 모두들 고맙습니다. 연구실 생활을 함께 했던, 졸업한 석사 후배들
도 모두 그립고 고맙습니다. 같이 졸업하는 김현성, 이예진, 이정은 후배와 이
제 2년차 김준석, 목정후, 오세민은 연구 3의 예비 연구에 참여해주고, 좋은 
의견을 주었습니다. 함께 생활했던 때가 많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모두 고맙
습니다. 논문 통계를 열정적으로 도와주셨던 이창수샘, 대학원 과정 내내 여
러 가지로 살뜰한 도움을 주셨던 백유라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사람과 사람>의 식구들이자 연구실 선배님들
이신 김기환샘, 박선영샘, 유성진샘, 임선영샘, 정지현샘, 하승수샘께도 감사드
립니다. 연구 과정에서 지치지 않도록 늘 따뜻하게 격려해주시고 조언해주셨
던 순간들, 잊지 않겠습니다. 학자와 상담자로서의 길을 모두 소홀히 하지 않
고 함께 가시는 선배님들이 계셔서 늘 자랑스럽고 든든합니다. 

서울대 대학생활문화원에서 함께 했던 소중한 인연들, 이정하샘, 이은영샘, 
장성단 선생님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언제든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통찰을 나누어준 정하샘, 우리가 함께 고민하던 시간들이 무르익어 논문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은영샘의 촌철살인의 화두는 제 복잡한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었고, 성단샘의 깊은 심연 속에서 제 자신을 성찰하는 힘을 얻곤 했습니



다. 언제나 저의 성장을 당신의 일처럼 살뜰히 지원해주시는 효록스님, 행동
하는 상담자로서의 모델이 되어주시는 오현정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SK 
하모니아의 이예슬샘, 곽미성샘에게도 새로운 터전에서 성장의 기회를 열어주
신 점 감사드립니다. 서울디지털대학교(SDU) 심리상담센터 상담교수 시절, 함
께 했던 인턴, 레지던트 선생님들, 조교 선생님들 모두 논문을 쓰는 저를 지
지해주시고, 또 함께 성장해나가는 기쁨을 느끼게 해주셨던 귀한 인연이셨습
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동국대 선학과 시절부터 늘 아버지처럼 아껴주셨던 종호스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스님께서 보내주셨던 후학들을 향한 사랑과 진심 어린 지원 덕
분에 제가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미산스님께서는 자비를 연구하는 저를 
항상 지지해주시고, 만나 뵐 때마다 힘이 되는 말씀과 조언으로 저를 이끌어
주시곤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불교와 심리학의 길로 함께 인도해주
셨던 주기원 오빠께도 감사드립니다. 심리학을 처음 공부하던 시절 인경스님
과 전현수 선생님의 가르침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윤호균 교수님께는 힘들던 
시절 집단상담과 수퍼비전을 통해 큰 보살핌과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아우토
겐 트레이닝을 지도해주신 이주희 선생님과 가족 세우기를 통해 제 삶의 큰 
전환점을 마련해주셨던 고상근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분들로부터 
배운 가르침들이 본 연구와 자비조망 훈련 개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간 찾아뵙지 못한 송구함과 감사하는 마음을 서면으로나마 전해드리며, 앞으
로는 제가 보탬이 될 수 있는 인연으로 은혜를 갚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상학 연구에 참여해주셨던 여덟 분의 참여자분들께도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모든 참여자분들과의 심층면담이 제게는 너무나도 귀하고 값진 
체험이었습니다. 참여자분들의 빛나는 통찰과 체험이 담긴 귀한 말씀들을 다 
담아내지 못해 끝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자비조망훈련 효과 검증 연구에 성
실히 참여해주시고, 귀한 의견을 주셨던 참여자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상담자인 저의 발달 과정을 함께 버텨주시고, 언제나 저를 다시 일으키게 
하는 힘이 되어주시는 내담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상담에서의 만남은 늘 
저로 하여금 진정한 자비에 대해 고민하게 하고, 척박한 삶의 터전에서 각자 
꽃을 피워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체험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연결감
의 원천이 되어주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서로를 돌보고 키워왔던 나의 소중한 친구들 송주영, 안수



진, 안정선, 양영순, 전유리, 정유정에게도 정말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서
로의 밑면들을 함께 보며 늙어가고 있는 佛母地의 선후배들, 만나면 늘 반갑
고, 맘 놓고 망가질 수 있어서 더 반가운 오랜 지기들이 있어 항상 든든했습
니다. 연구 자료 정리를 열심히 도와준 후배 성은아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
합니다. 늘 저희 부부를 위해 기도해주시는 후배 유경스님, 함산스님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은 자비라는 주제를 끝까지 밀고 나가게 한 힘이 되었습니다. 
연로하신 아빠, 엄마께서는 늦둥이 막내딸이 늦게야 박사가 되기까지 한 번도 
재촉하지 않으시고, 믿고 격려해주셨습니다. 두 분의 묵묵한 그 사랑이 얼마나 
아낌없고 큰 것이었는지 나이가 들어가며 더욱 가슴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 깊
은 사랑에 막내딸이 보답할 수 있도록 오래오래 곁에 계셔주세요. 숱한 고통 
속에서도 엄마이기를 끝끝내 포기하지 않았던 큰 언니는 제가 자비를 연구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이자 버팀목이었습니다. 언니가 견뎌준 시간만큼 앞으로는 행
복한 시간들이 언니와 현서에게 무지개처럼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독일
에서 늘 저를 응원해주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둘째 언니, 언제나 변함없이 
진심 어린 배려를 보여주시는 형부에게도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리고 선
우와 경린이에게도 무심한 이모가 미안함과 그리움과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전주에 계시는 아버님과 어머님은 며느리에게 정말 딸처럼 극진한 사랑을 
보내주셨습니다. 혹독한 통증 속에서도 바쁜 며느리를 위해 정갈한 반찬들 보
내주시고, 언제나 제 마음을 헤아려주시는 어머님, 고된 노동 속에서도 항상 
며느리를 아껴주시고, 좋은 학자로 성장하기를 응원해주시는 아버님께는 그 
어떤 말로도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 부족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언니라고 
부르는 형님 두 분, 미혜 언니, 경혜 언니께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모로 
많이 미흡한 올케인데도 늘 제 편이 되어 공부를 지지해주시고, 친동생처럼 
아껴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조카 규은이에게도 더 살뜰한 숙모가 되겠습니다.

잠에서 깨어 엄마의 새벽 공부를 응원하고는 꼭 안아주고 가던 아들 동현
이의 모습을 아마 평생토록 잊지 못할 듯합니다. 엄마의 오랜 공부 때문에 외
로웠고 엄마의 부담감을 함께 느끼며 힘들었을텐데도 밝고 씩씩하게 잘 자라
주어 더 바랄 것 없이 사랑스럽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내 편, 
강병화씨,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과 헌신이 아니었다면 아마 어떠한 결실도 맺
지 못했으리라 여겨집니다. 우리가 함께 한 20년이라는 시간에 담긴 기억들이 



언제나 나를 버티게 해주었고, 우리가 밤낮으로 나누던 대화들이 모여 지금의 
결실을 이루어냈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피어날 수 있도록 확실한 내조로 그 
사랑에 보답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저를 도와주셨던 모든 분들을 떠올려보고, 가슴 속
에서 되새기며 감사했던 마음을 지면을 빌어 전하고자 했습니다. 혹시라도 저의 
부주의함 탓으로 빠뜨린 분이 있다면 부디 용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지금까
지 만들어주시고 지탱해주신 모든 인연들께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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