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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핵심인 사목헌장에서 첫 번째 긴급과제로 혼인과 가정의 존
엄성을 제시하고 있다.

신성한 부부공동체를 파괴하는 가정폭력은 가족공동체뿐만

아니라 개인과 일반 공동, 그리고 교회공동체의 행복에 직결되는 가장 시급한 문제
중하나이다.(사목헌장, 47항)
대한민국에서도 1997년 11월 18일 ‘가정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특례법’1)이 제정되
어 가정폭력이 심각한 범죄행위이며, 단순히 개인적,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
회의 심각한 사회문제임이 명백히 하였다. 2014년도 8월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한민국 경찰청이 집계한 가정폭력 증가율은 년 91%였다.2)
가정폭력 특례법 제정에 따라 정책과 제도 변화에 따른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혼자의 힘보다는 가톨릭 가정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 관련 피해여성 보호시설
인 쉼터 기관 간의 네트워크 조직하였다. 이러한 조직을 통해 정보 공유뿐 아니라
정부와의 공식적인 통로로써 제도적 변화를 빠르게 파악하고 실무에 종사하는 전문
인으로서 다함께 정체성 확립과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이 필요했으므로, 우리 교회에
서도 가톨릭상담소 쉼자리 전국협의회(약칭: 가상협)를 1998년 2월 20일 설립3)하였
고, 필자는 가상협의 초대회장으로 5년간 활동하였다. 동시에 이 시기에 박사과정을
통하여 가정폭력 피해여성과 행위자를 위한 치료집단프로그램을 교류분석(T.A)과 해
결중심 모형으로 개발하여 시행하면서 효과성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의 심리적 특성
1) 고립4) 2) 무기력5) 3) 의존성6) 4) 낮은 자존감7)
1) 가정폭력의 개념(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가정폭력 :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ž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가족구성원 중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
계존ž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 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동거하지 않는 형제자
매간의 폭력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 하지 않음)
2) 가정폭력 늘어…작년은 전년보다 91% 급증
가정폭력이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한 가운데, 작년에는 전년 대비 91.6%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청에 따르면 가정폭력은 2011년 6천8백건에서 2012년 8천7백건으로 27.9% 증가한 데 이어 작년에는 1만6천7
백건으로 늘었습니다. 올해도 7월까지 1천 건이 발생해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작년 수치를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작년 발생한 가정폭력을 사안별로 보면 아내 학대가 1만1천8백건으로 가장 많았고 남편 학대가 8
백건, 노인 학대 6백건, 자녀 학대 46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3) 가상협 10주년 보고서 p7
4) 가학적인 남편은 아내로 하여금 친구들이나 이웃, 친척, 집밖의 활동으로부터 아내가 자신의 시간을 보내는 것
을 원치 않고 모든 관심이 자신에게만 쏠리기를 원한다. 이러한 남성 중심적 부부관계의 부작용 중 하나는, 부
인의 관심과 에너지가 남편에게 집중되고, 반면에 남편은 부인의 집중된 관심이 현실적으로 부담이 되므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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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보의 부족
여성들은 가정 학대에 대해 정보가 거의 없거나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다. 즉, 폭력적 관
계, 학대의 정의, 학대의 유형, 보호를 위한 행동 등에 관해, 그리고 건강한 관계가 무엇인지
에 대해서도 정보가 없고 지금까지 건강한 역할 모델이 없었기 때문에 성, 감정, 중독에 관한
지식들은 미신적이거나 부적절하거나 가족규칙이나 사회적 압력 때문에 여성들로 하여금 집단
에 참여하는 것을 보류하게 한다.
6) 인간관계 기술의 결핍
폭력적 관계에 있는 여성들은 관계를 향상시키는 기술을 잘 배우지 못했다. 의사소통에 있
어서 공격적이거나 수동적이 되지 않으면서 주체적이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을 수도
있고 자신의 분노를 잘 다루지 못하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도 모르거나 어려운 상
황에서 문제해결을 어떻게 할 지 모른다. 점차 여성들은 심리적 경계에 대해 배우지 못하고
너무 쉽게 믿어버리거나 전혀 믿지 못하거나 또는 지나친 책임감(부담감)을 갖거나 하여 정상
적 친밀감을 느끼는데 어려움이 있기도 하다.
현재까지 일 년에 두 번 정도 치료집단프로그램을 6명이상 12명이하의 집단 성원
들에게 계속 이 프로그램을 집행하면서 육적 정신적 건강을 되찾고 자존감 회복으로
홀로서기를 하여 직장 생활을 통하여 자립하는 구성원들이 50%이상이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다시 겪게 되었을 때 영성적으로 치유가 되지 않은 경우 다시 폭
력적 관계로 돌아가거나 자립의 과정이 지속되지 못하는 현상들이 안타까웠다. 가톨
인을 통제하기 위하여 심지어 폭력적 수단을 동원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남편의 부당한 구타가 일단 발생하면
대개의 부인들은 두려움과 수치 때문에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자기를 고립시키고 숨어버리게 된다.
5) 자주 구타를 당하는 여성들은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을 아주 무기력해서 변화할 수 없
다고 생각한다. 자기 스스로 도울 수 없다고 하는 무력감은 여성으로 하여금 역설적으로 배우가자 변할 것이라
는 비현실적 희망에 집착하게 한다.
6) 여성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타인과의 관계에서 확인하는 의존성이 있다. 여성의 의존성은 자신의 행동이 수용될
만한 것인지를 남편이 인정해 주어야만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의존성 때문에 여성들은 혼자 있는 것
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래서 관계의 변화를 다룰 때 여성들은 히스테리나 강박적 유형의 반응을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난다. 통제력이 없다고 느끼면 여성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성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자신의 감정
에 초점을 맞추거나 자기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조차 어려워하게 된다.
의존성은 경제적인 면에서도 나타난다. 여성들은 우리 사회에서 스스로 자조할 수 없거나 남자들이 버는 것의
일부분만을 번다. 이러한 경제적인 의존성은 여성들이 학대 상황에서 그대로 남아있게 하거나 또는 떠나더라도
정부나 사회사업기관, 그리고 법적 도움을 일시적으로 받게 한다. 의존성은 때로 물질중독에 까지 미친다. 여성
들의 상당수가 약물이나, 음식, 관계에 대한 의존성을 치료하거나 배우자의 중독문제를 다뤄야하는 경우가 많다.
7) 대부분의 여성들은 근친강간이나 성폭력, 아동학대의 경험이 있으면서 부모가 학대적 관계에 있었거나 부부폭력
이 있는 가정에서 자란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아동기에 사랑과 학대를 동등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많은 아이
들은 정서적으로 방일상태의 가정에서 양육이란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란다. 여성들은 학대받는 것을 당연시
(deserved)하고 다른 형태의 관계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인식(awareness)하지 못한 채 자란다.
성인기에 한 번 폭력적 관계가 성립되면 여성들은 양가감정을 갖는다. 즉 학대를 미워하면서 애착관계에 집착하
는 것이다. 여성들의 자존감은 자신을 실패로 바라보면서 하향곡선을 긋는다. 고립과 의존성 때문에 자신이 가치
가 있는 존재임을 발견하는데 있어 자신의 존재자체에서 찾는데 장애를 느끼고 관계에서 찾으려 한다. 배우자에
게 남아있는 다는 것에서 오는 죄책감과 자신이 “나쁜 여자”일 것이라는 확신은 낮은 자존감에서 기인하고 또
자존감을 더욱 낮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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릭대학교 영성지도 교수를 역임한 유병일 신부와 개신교의 이정기목사(한국실존치료
연구소장)는 영성적 요소를 가미한 심리 집단 상담 및 치료요법인 ‘그리스도테라피’
(이하: 그리스도 요법)를 연구, 실행하고 있다.
‘그리스도 요법’은 캐나다 예수회 신부인 버나드 로너간의 영성 방법론에 입각하
여 그의 초창기 제자인 버나드 티렐(예수회)이 심리학과 로너간의 영성방법론은 통
합한 심리.영성 치료법이다. 로너간 영성신학 연구는 서강대학교의 변희선 교수, 김
인숙 수녀 등이 있다. 최근 문영주박사는 이정기교수의 지도하에 그리스도 요법을
통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필자는 그리스도 요법이 가정폭
력 상담 치료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하며, 이 프로그램의 적용과 도입을 위
하여 필요한 연구와 도움을 기대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교류분석적 이론
1) 자아상태(Ego-State)의 구조적 분석 (Structural Analysis)
내가 사고하고 행동하고 느끼는 것이 어렸을 때와 같이 했다면 나는 나의 ‘어린이
자아상태’에 있다고 하고 만일 나의 행동, 사고, 느낌이 부모나 부모상을 모방한것
같이 하면 나는 나의 ‘어버이 자아상태’에 있다고 한다. 그리고 나의 행동, 사고, 느
낌이 어른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나의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에 직접 ‘현시점(here and now)’에 입각해서 반응을 한다면 나는 나의 ‘어른 자아
상태’에 있다고 한다.
세 개의 자아상태를 합하여 성격의 자아상태의 세 부분을 얻게 되는데 이것은 TA
이론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세 개의 자아상태는 단어 첫 자를 대문자로 표기하기
때문에 이 모델은 ‘PAC 모델'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어버이 자아상태 (Parent Ego-State)
P

행동, 사고, 그리고 감정이 부모 또는 부모의 형상으로부터
의 복사

A

어른 자아상태 (Adult Ego-State)
행동, 사고, 그리고 감정이 현재에서 직접 반응하는 것

C

어린이 자아상태 (Child Ego-State)
행동, 사고, 그리고 감정이 어린시절처럼 재행동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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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아상태 (Ego-State)의 기능적 분석 (Functional Analysis)

비판적 어버이
(Controlling parent)

양육적 어버이
CP

NP

A

(Nurturing Parent)

어른
(Adult)

순응적인 어린이
(Adopted child)

자유로운 어린이
AC

FC

(Free Child)

(1) CP (비판적 어버이 자아상태)
우리가 어렸을 때 통제하고 비판하는 부모님들의 기대나 규칙, 명령을 많이 들어
왔다. 부모님들의 명령이나 요청대로 행동을 할 때 우리는 비판하는 어버이 자아상
태에 있다고 한다. 비판적 어버이는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비판하거나 흠을 잡는
성격적 측면을 나타내는데 주장적이고 지시적이며 제한을 가하려하고 규칙을 만들며
자신의 가치체계를 강조하고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려 한다. 비판적 어버이가 지나치
면 독단적이 된다.
(2) NP (양육적 어버이 자아상태)
부모님들은 우리를 염려해 주고 보살펴주는 행동을 하는데 이렇게 부모님들의 보
살피는 행동을 본따서 우리가 행동할 때 우리는 양호적 어버이 상태에 있다고 칭한
다. 한 개인의 양육적인 어버이는 공감적이고 성장을 촉진한다. 그러나 양육적인 어
버이가 지나치면 타인을 숨막히게 한다.
(3) A (어른 자아상태)
어떤 사람이 성장한 모든 자료를 활용하여 현 시점의 상황에 대응하여 행동할 때
이것을 어른(A)으로 분류한다. 어른의 기능은 사실적이고 엄밀하며 정확하고 비정서
적이며 또한 비판단적이다. 이러한 어버이 자아상태가 너무 지나치면 따분하다.
(4) FC (자유로운 어린이 자아상태)
어른이 되어 아동의 자아상태에 몰입하는 순간 어른들의 간섭과는 전혀 무관한 행동
을 아동과 같이 자유롭게 할수 있다. 이런 경우 아동 자아상태의 일부인 자유스런 어
린이 (FC)가 동원되었다고 할수 있다. 자유스런 어린이 자아상태는 자발적이고 호기심
이 많으며 쾌활하고 재미있고 자유스럽고 열성적이며 직관적이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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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제멋대로인 것처럼 보인다.
(5) AC (순응적인 어린이 자아상태)
어른이 되어서도 아직도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에 순응하기 위하여 어릴 때 같이
행동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린이 자아상태(C) 의 순응한 어린이 상태(AC)에 몰입되
어 있다고 칭한다. 이 자아상태의 특징은 순응적이고 타협적이며 적응적이고 같이
지내기가 편하고 고분고분한 것이다. 또한 기대되는 모든 것과 정반대되는 일을 행
하는 의사반항자처럼 자신을 나타내기도 한다. AC가 너무 지나치면 죄책감을 가지
거나 발끈하는 성미를 내보이기도 한다.
3) 이고그램 (Egogram)
(1) 성격의 구조는 3가지 원으로 자아상태를 나타내지만, 이 자아상태내에 자리
잡고 있는 기능과 에너지의 양은 이고그램으로 표시된다. 이고그램은 막대그림으로
개체의 5가지 기능적 자아상태(CP, NP, A, FC, AC)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존재
하고 있는지를 예시해 준다.
(2) 개인의 이고그램은 고정될 것이고, 개인이 자신의 자아상태에서 에너지 균형
을 바꾸려고 적극적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는다.

Positive

CP

NP

Negative

A

- 8 -

FC

AC

이고그램 점검표
성

명:___________ 소

속:_____________ 성

별:_______

연

령 : 만

※ 다음 항목에 대한 대답을 보기에서 골라 □에 점수를 기입하세요. 단, 현재
그대로를 체크하세요.

언제나 그렇다 

자주 그렇다

가끔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보통이다 

다른사람을 헐뜯기 보다 칭찬을 한다.
사태의 흑백을 명백히 가리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 않다.
무슨 일을 할 때 좀처럼 결심을 할 수 없다.
나는 명랑하게 행동하고 장난을 잘 친다.
말이나 행동을 냉정하고 침착하게 한다.
성미가 급하고 화를 잘 낸다.
인정(人情)을 중요시 한다.
호기심이 강하고 창의적인 착상을 잘 한다.
사물의 정돈을 잘 한다.
농담을 하거나 익살부리기를 잘 한다.
의존심이 강하다.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기를 잘 한다.
상대의 부정이나 실패에 대해 엄격하다.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어한다.
숫자나 자료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한다.
제멋대로 말하거나 행동한다.
후회의 생각에 사로 잡힌다.
좌절감을 맛보는 경우가 많다.
6하원칙(언제,어디서, 누가..)에 따라 사리를 따지거나
설명한다.
20. 일을 능률적으로 수행한다.
21. 요령이 없고 주저주저한다.(머뭇거린다.)
22. 무슨 일이나 사실에 입각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23.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탁을 받으면 거절하지 못한다.
24. 주변 사람에게 긴장감을 준다.
25. 봉사활동에 즐겨 참여한다.
26. 배려나 동정심이 강하다.
27. 신이 나면 도가 지나쳐서 실수를 한다.
28. 타인의 장점보다 결점이 눈에 띈다.
29. 타인의 반대에 부딫치면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만다.
30. 다른 사람에 대해 온화하고 관대하다.
31. 상대방의 말을 가로막고 자신의 생각을 말한다.
32. 오락이나 술 음식물 등을 만족할 때까지 취한다.
33. 계획을 세우고나서 실행한다.
34. 온고하고 융통성이 전혀 없다.
35. 타인의 안색을 살핀다.
36. 스포츠나 노래를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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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
하고 있는

37.
38.
39.
40.

현상을 관찰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욕심나는 것을 가지지 않고는 못 배긴다.
열등감이 심하고 자신의 감정을 참고 억제한다.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애정이 깃들어 있는 대화나 태도를
취한다.
41. 일을 빨리 처리하는 것이 장기이다.
42. 하고 싶은 말을 할 수가 없다.
43. 상대를 바보취급하거나 멸시한다.
44. 노는 분위기(놀이.)에 저항없이 어울린다.
45. 눈물에 약하다.
46. 대화에서 감정적으로 되지않고 이성적으로 풀어간다.
47. 부모나 상사가 시키는대로 한다.
48. [당연히... 해야한다]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식의
말투를 잘 쓴다
49. [와- 맛있다] [굉장하군] [아하!] 등의 감탄사를 잘 쓴다.
50. 매사에 비판적이다.
합

■■□■■
■■■□■
■■■■□
■□■■■
■■□■■
■■■■□
□■■■■
■■■□■
■□■■■
■■□■■
■■■■□
□■■■■
■■■□■
□■■■■

계

50
48
46
44
42
40
38
36
34
32
30
28
26
24
22
20
18
16
14
12
10
8
6
4
2

49
47
45
43
41
39
37
35
33
31
29
27
25
23
21
19
17
15
13
11
9
7
5
3
1
[비판적
어버이]
CP

[양육적
어버이]
NP

[어

른]
A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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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스런
어린이]
FC

[순응한
어린이]
AC

4) 배제와 오염 (Exclusion and Contamination)
(1) 배제 (Exclusion)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자아상태의 하나, 또는 둘을 완전히 폐쇄해 버리는 경우가 있
는데 이것을 ‘배제’라고 칭했다. 다음 도표는 하나의 자아상태가 배제되는 세 가지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 도표에서 배재된 자아상태는 ‘X'로 표시하고 그것과
옆에 있는 원(자아상태)과의 사이에 옆줄을 긋는 것으로 나타낸다.

어버이 자아상태의 배제

어린이 자아상태의 배제

(Excluded Parent)

(Excluded Child)

어른 자아상태의 배제
(Excluded Adult)

(2) 오염 (Contamination)
어린이(C)나 어버이(P)의 자아상태 내용을 A의 내용으로 잘못 인지 할수도 있는데
이것이 나타나면 나의 'A'는 오염이 되었다고 칭한다. 그것은 하나의 자아상태가 다
른 자아상태의 경계를 침범한 것과 같다. 자아상태도 표를 그릴 때 원들이 중첩되게
하고 그 부분은 그림자가 지게 그린다. 그림자가 진 부분은 ‘오염’이 된 것이다.

어버이 자아상태의 오염

어린이 자아상태의 오염

(Parent Contamination)

(Child Cont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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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오염
(Double Contamination)

5) 스트로크
(1) 정의
스트로크(stroke)란 사람이 피부접촉(Skinship, 예, 악수, 서로 껴안기 등), 표정,
감정, 태도, 언어, 기타 여러 형태의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상대방에 대한 반응을 알
리는 인간인식(recognition)의 기본단위(unit)이다. 인간의 만남은 스트로크의 연속
되는 교환으로 이루어지고, 인간의 성장이나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의 내용은 스트로
크의 분석으로 이해될 수 있다.
(2) 스트로크의 종류
- 언어적 스트로크와 비언어적 스트로크
- 긍정적 스트로크와 부정적 스트로크
- 조건적 스트로크와 무조건적 스트로크
- 병합적(복합적) Stroke의 예
① 긍정적, 조건적 : 정말 수학공부를 훌륭히 해냈구나!
② 긍정적, 무조건적 : 너와 함께 있으면 웬지 기쁘기만 하구나!
③ 부정적, 조건적 : 그 옷차림이 무엇이냐?
④ 부정적, 무조건적 : 나는 너를 미워한다!
3) 스트로크 경제
- TA 학자인 클우드 스타이너(Claude Steiner)는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다음 다
섯가지 스트로크 제한규칙으로 세뇌되어 현재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다섯가지 제한규칙을 ‘스트로크 경제(The Stroke Economy)’ 라고 했는데 ‘무한정
한 스트로크를 줄 수 있는 상황을 변화시켜 스트로크의 공급을 낮게 하므로 부모가
최대의 덕을 보게 하는 상황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 다섯가지 규칙은 다음과 같다.
①
②
③
④
⑤

줄 수 있는 스트로크가 있어도 주지 말라!
스트로크를 필요로 해도 요구하지 말라!
스트로크를 원해도 받아들이지 말라
만일 스트로크를 원치 않더라도 거절하지 말라!
자신 스스로에게 스트로크를 주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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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이너(Steiner)는 ‘스트로크 경제’가 아동기에 형성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
한다.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스트로크의 공급량이 제한되었다고 하면서 스트로크를 독점
하게 된다. 스트로크(예, 부모의 사랑 등)를 필요로 하는 자녀들은 제한된 스트로크(세뇌됨)를
얻기 위하여 부모가 하라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

- ‘스트로크 경제’의 희생이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다음 세가지를 해야 한다.

① 자신의 ‘스트로크 경제’ 규칙을 솔직히 직시하고 인정해야 한다.
② 자신에게는 타인에게 줄 스트로크가 무한정으로 있음을 인정해야 하
며 실제로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
③ 자신이 필요한 스트로크가 무한정으로 있음을 인정하고 솔직히 요구
해야 한다.

4) 자체 스트로킹 (Self-Stroking)
우리는 부모로 부터 “스스로에게 긍정적 스트로크를 주지 말라”(스타이너의 다섯
번째 스트로크 경제 규칙)는 세뇌 공작을 받으며 성장하였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
도 스스로 자신에게 스트로킹하는 것은 잘못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의 삶을 유
지하기 위하여 ‘스트로크 기아’의 상태에서 스스로를 도울 수 있는 길까지 막아 놓
은 상태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러므로 자체 스트로킹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I'm
not-OK'를 I'm OK’로 생활자세를 변화시키고, 스스로의 장점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5) 스트로킹 프로화일 (Stroking Profile)
짐 맥켄나(Jim Mckenna)는 Stroking Profile 이라는 것을 개발했는데 이것은 듀
세이(Dusay)의 이고그램(Egogram)과 비슷한 것이다. ‘스트로킹 프로화일’을 작성하
기 위해서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스트로크의 주기(Give), 받기(Take), 요구하기(Ask
for), 주기를 거부하기(Refuse to give) 등 네 종류로 나누고, 프로화일 챠트에 긍정
적인 스트로크는 위로, 부정적인 스트로크는 아래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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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얼마나 자주

타인에게

타인으로부터

긍정적

긍정적

긍정적

오는 긍정적

스트로크를

스트로크를

스트로크를

스트로크를

얼마나 자주

받아들이는가

얼마나 자주

거부하는가?

주는가?

받는가?

요구하는가?

항상

+10
+9
+8
+7
+6
+5
+4
+3
+2
+1
+0

매우 자주
자주
가끔
거의
절대로 안함
주기

받기

요구하기

거절하기

절대로 안함

-0
-1
-2
-3
-4
-5
-6
-7
-8
-9
-10

거의
가끔
자주
매우 자주
항상
타인에게

얼마나 자주

타인에게

타인으로부터

부정적

부정적

부정적

오는 부정적

스트로크를

스크로크를

스트로크를

스트로크를

얼마나 자주

받아들이는가? 얼마나 자주

얼마나 자주

요구하는가?

거부하는가?

주는가?

2. 해결중심적 이론
1) 기본원리
(1) 정신건강, 강점에 대한 초점
해결중심 모델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문제나 결점보다는 성공과 가정에 초점을
맞춘다. 내담자의 장점과 성공에 초점을 둠으로써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관심을 갖는다. 모든 내담자의 생활이나 행동유형에는 항상 예외가 있으므로 그것을
찾아내서 확대하도록 돕는다.
(2) 활용
내담자의 강점, 자원 등을 알아내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잘못이나 과거의
실패를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는 과거의 성공이나 장점을 찾아내어 그것을 확대하는
것이 더 수월하다. 내담자가 바라는 결과를 이루기 위해 내담자가 이미 갖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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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믿음, 지식, 행동, 환경, 개인적 특성 등을 활용하는 것이다.
(3) 현재와 미래에 대한 지향
해결중심 모델에서는 과거에 대해 연구하기보다는 내담자의 현재와 미래에의 상황
에 초점을 두고 적응하도록 돕는데 일차적인 관심이 있다. 이는 내담자가 과거의 문
제로부터 떨어져 미래에 더 도움이 되는 해결책을 지향하게 한다.
(4) 협력
해결방안을 발견하고 구축하는 과정에서 내담자와 협력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내담자의 저항이 없는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서 보다 효과적으로 내
담자의 동기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 개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5) 탈이론적, 비규범적, 내담자의 견해 중심
해결중심 모델에서는 내담자가 경험 한 문제에 대해 어떠한 가정도 하지 않는다.
대신 내담자가 해결하기 바라는 것에 기초하여 개별화된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 따
라서 내담자의 견해가 액면 그대로 수용되는 내담자 중심의 접근을 실시한다.
(6) 변화의 불가피성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변화는 끊임없이 일어나므로 해결중심 모델에서는 자연
스러운 변화를 확인하고 그 변화를 활용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돕고 이를 해결책 구축으로 이어지게 하도록 도와야 한다.
2) 목표설정을 위한 원칙
(1) 내담자에게 중요한 것을 목표로 하기
목표는 내담자에게 중요하며 유익한 것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미 형성된 원칙에
근거하여 목표를 주장하는 것 보다 중요한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 내담자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더 노력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내담자는 프로그램에 더 협조
적이 되며 개입기간 또한 단축할 수 있다.
(2) 작은 것을 목표로 하기
내담자가 설정하는 목표가 작을수록 내담자는 성공을 더 경험할 수 있다. 성취감은
내담자로 하여금 성공의 경험을 더 가지게 하며 희망을 변화하고자 하는 동기를 증가
시킬 수 있다.
(3)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행동적인 것을 목표로 하기
목표가 ‘행복하게 되는 것’과 같이 애매모호하게 설정되면 목표를 성취하는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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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내담자로 하여금 성공의 경험을 가질 수 없게 한
다. 그러므로 내담자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가를 쉽게 알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
는 것이 유용하다.
(4) 문제를 없애는 것 보다는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것에 관심을 두기
문제가 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이를 없애기 위한 것보다는 자신이 바라는 긍정적
인 행동에 관심을 둔 목표가 성취하기가 더 쉽다.
(5) 목표를 종식보다는 시작으로 보기
흔히 개입 목표를 성취하기 바라는 최종 결과에 둔다. 그러나 내담자가 목표를 향
해 나가도록 도움을 받지 않는 한 내담자의 목표는 희망일 뿐이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후 내담자의 생황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지속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담자의 견해를 전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원하는 결과를 성취하기 위하여
처음 단계에서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하고 이후 내담자 스스로 하는 것이 중요하
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여야 한다.
(6) 내담자의 생활에서 현실적이고 성취 가능한 것을 목표로 하기
내담자의 생활환경에서 어떤 것이 현실적이고 성취 가능한지 비현실적이고 성취불
가능한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3. 버나드 로너간의 영성수행 방법(초월적 관념과 회심론)8)
타이렐이 그리스도요법을 창안하는데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은 호라와 지금
부터 소개할 로너간이다. 로너간은 아일랜드계로 캐나다에서 출생하였으며 칼 라너
(Karl Rahner)와 쌍벽을 이루는 예수회 출신 카톨릭 신학자다. 그는 철학자로 더
많이 알려져 있으며 신학자라기보다는 신학방법론자라 할 수 있다. 로너간의 대표적
작품으로는

칸트의

인식론에

관한

비판서인

Insight-A

Study

of

Human

Understanding(1957)9)과 신학방법론서인 Method In Theology(1971)가 있다. 타
이렐은 그리스도요법을 창안하는데 로너간의 저작 중 주로 이 두 책에서 영향을 많
이 받았다. 그 외에도 로너간의 다른 저서들과 강연 그리고 개인적인 대화를 통하여
가르침을 받았다.10) 타이렐이 로너간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초월적 관념’과 ‘회심

8) 아래에 인용한 연구는 문영주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발췌 및 요약하였다.
9) Bernard J. K. Lonergan Insight: A Study of Human Understanding, New York: Harper &
Row(paperback published), 1978.
10) 타이렐은 1970년 부활 주간에 있었던 "로너간 회의"(Ronergan Congress)에 깊게 간여하였으며 그것을 토대로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인 Bernard Lonergan's Philosophy of God를 저술하였다. 타이렐은 그 서문에서 주저
하지 않고 로너간을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사상가”라고 언급하고 있다. Bernard J. Tyrrell, Bernard
Lonergan's Philosophy of God,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74, ⅹ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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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은 그리스도요법에서 깨달음을 위하여 움직이는 정신의 기본적 과정을 제시한다.
1) 로너간의 초월적 방법
로너간에 의하면 초월적 방법은 자연발생적 행위며 의식적이고 지향적이고 역동적
이다.11) 이것은 주체를 더 낮은 의식 층위들에서 더 높은 의식층위들로 향하도록 촉
진시킨다. 즉 경험적인 것에서 지성적인 것으로, 지성적인 것에서 이성적인 것으로,
이성적인 것에서 실존적인 것으로 향하도록 촉진 시킨다.

초월적 금언12)

의식적 주체의 작용

실존적 주체

책임적이어라

숙고, 평가, 결정, 행동

이성적 주체 ⤊

합리적이어라

반성과 판단

지성적 주체 ⤊

지성적이어라

질문과 이해

경험적 주체 ⤊

주의 집중하라

감각/의식자료에 집중

의식적 지향적 주체

〔도표 2〕 자기 초월의 단계

이와 같은 자연발생적 행위는 무의식적이거나 맹목적이지 않고 우리를 주의 집중
하게 하고, 지성적이게 하며, 합리적이게 하고, 양심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만
들 것이다. 반면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거나 이런 요구가 부재할 때 우리는 어리석음
을 저지르게 되거나 정신병자가 될 것이다.13) 그러면 결국 글래서의 존재하려는 욕
구, 그리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존재가 되려는 욕구의 성취에 방해
받게 된다.14) 따라서 타이렐은 우리의 기본적 욕구 충족과 온전한 자기 충족을 위하
여 초월적 금언의 책임적 존재에까지 이를 것을 강조한다.
초월적 방법은 자기초월의 의식적 지향성을 성취한다.15) 첫째 단계는 제공된 감각
자료와 의식자료에 집중하는 데 있다. 둘째 단계로 의식 주체의 질문함과 이해함은
의미로 매개된 관념으로만 존재하는 세계에 대한 이해를 낳는다. 세 번째로 반성함
과 판단함은 인식의 절대적인 것에 도달한다. 우리는 반성과 판단을 통해 참으로 그
런 것과 우리 자신이나 생각과는 무관한 것을 인정하게 된다. 넷째로 심사숙고함,
11) 초월적 방법은 하나의 기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주체의 의식적, 지향적 작용들의 규범적 역동성을 말한
다. 초월적 방법은 경험하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작용의 기본적 패턴이다. 이러한 작용들은 의식적이
고 지향적이지만, 그 작용을 알게 되는 것은, 지향적 작용이 의식적 작용에 적용되는, 자기 고유화를 통해서 가
능하다. 김인숙, 『버나드 로너간과 영성신학 방법론』, 서울: 가톨릭출판사, 2005, 291에서 재인용. Bernard
Lonergan, Method in Theology, 14-5.
12) 초월적 금언은 “항상 개념으로 형성되고, 어떤 말로 표현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인간 의식의 구조적인
역동성 안에서, 선험적으로 존재하고 실재한다.” 초월적 금언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새겨져 있다. 김
인숙, 『버나드 로너간과 영성신학 방법론』,290-1에서 재인용. Bernard Lonergan, Method in Theology, 20.
13) Bernard Lonergan, 『신학방법』, 41-62.
14) Bernard J. Tyrrell, 『그리스도요법: 깨달음을 통한 치유』, 73. Bernard J. Tyrrell, Christotherapy: Healing
Through Enlightenment, Mahwah: Paulist Press, 1975, 39.
15) 변희선, 신학 수행법 입문: Bernard Lonergan의 신학 방법 연구(1), 서울, 문학과 현실사, 2014. p. 18 이하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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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함, 결정함, 행동함에 의해 우리를 그저 아는 것만으로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좋고 애쓸 가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행할 수 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협동과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비와 선행의 원리 안에 머무른다. 만약 결정의 주
된 동기를 당면한 가치에 두지 않고 연루된 즐거움과 고통의 상관관계에 두는 한,
우리는 자기 초월에서 그리고 진정한 인간 실존에서 우리 자신과 사회의 가치를 창
출하는 데 실패하게 된다.16)
한편 느낌은 지향적 의식에 그 느낌의 질량, 계기, 충동, 힘을 제공한다. 이런 느
낌 없이 우리의 앎과 결정은 얇은 종이에 불과하다. 탈리히에 의하면, 궁극적 관심
은 철저히 합리적인 동시에 철저히 감정적인 것이며 어느 쪽이든지 한쪽이 제거된다
면 반드시 파괴적인 결과가 초래된다.17) 로너간은 우리는 우리가 느끼는 여러 느낌
때문에 의미에 의해 매개된 세상에서 광범위하게 역동적으로 정향된다고 한다. 우리
는 타인에 대한 느낌을 가지고 있고 그들을 위하여 또는 그들과 함께 느낀다. 우리
는 우리가 처한 각 상황에 대하여, 과거나 미래에 대하여, 치유되어야 할 악에 대하
여, 성취되어야 할 선(善)에 대하여도 느낌을 갖는다. 따라서 우리는 느낌들을 무시
하거나 파기하거나 묵살하기보다는 그것을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18) 그리스도요법도
인간의 삶과 인간이 경험하는 질병과 부조화의 의미의 발견 또는 이해를 하고자 할
때, 느낌을 무시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들이 얼마나 객관적일 수 있는가에 관계없이
그 느낌을 인정하는 것이 깨달음의 일차적인 형태인 실존적 진단의 근거를 마련하여
주고 있다고 한다.19) 우리가 느끼는 이러한 느낌은 우리의 가치에 반응할 뿐만 아니
라, 가치에 대한 어떤 선호 기준에 따라 그렇게 반응한다.
2) 로너간의 가치 관념
가치는 초월적 관념이다. 가치의 초월적 관념은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하나의 지향을 가지고 네 층위들을 통하여 설명하는 단일체
다.20) 우리가 어떤 독특한 가치를 규정할 때 의식 작용에 내포된 자기 초월의 수준
에 따라 가치의 등급이 결정된다. 더 높은 수준의 가치 등급에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수준의 진정성이 필요하다. 가치는 상승하는 순서에 따라 생명의
가치, 사회적 가치, 문화적 가치, 인격적 가치, 영적 가치로 구별할 수 있다.21)

16) Bernard Lonergan, 『신학방법』, 62.
17) Paul Tilich, 『조직신학Ⅰ』, 유장환 역, 서울: 한들출판사, 2001, 252.
18) Bernard Lonergan, 『신학방법』, 56-60.
19) Bernard J. Tyrrell, 『그리스도요법: 깨달음을 통한 치유』, 37.
20) Bernard Lonergan, A Second Collection, edited by william F.J. Ryan, S.J. & Bernard J. Tyrrell, S.J.,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96, ⅸ.
21) Bernard Lonergan, 『신학방법』, 5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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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적 가치
인격적 가치
문화적 가치
사회적 가치
생명의 가치
〔도표 3〕가치의 발전 단계

생명의 가치는 건강과 힘, 은총과 활기 같은 것으로서 보통 생명의 가치를 얻고
유지하고 회복하는 데 힘쓰며, 궁핍이나 고통은 피하려 한다. 사회적 가치는 전체
공동체의 생명의 가치들을 지배하는 질서의 선으로서 공동체의 개별 구성원들의 생
명적 가치들을 선호한다. 문화적 가치는 생명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보장되지 않
고서는 존재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높이 평가된다. 사람은 그저 살고
움직이는 것을 뛰어넘어 자신의 삶과 일에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해야 한다. 그런 의
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표현하고, 확인하고, 비평하고, 수정하고, 발전시키고, 향상시
키는 것은 문화의 기능이다. 인격적 가치는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자기 자신과
자기의 환경 안에서 가치의 창시자로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라고 고무하고 초
대하는 사람으로서 자기를 초월하는 인격이다. 끝으로 영적 가치는 삶과 세상의 의
미와 가치의 핵심에 있다.22) 로너간에 의하면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초
월적 역량으로 사랑에 빠질 때 실재, 즉 ‘사랑 안에 머무는 존재’(being-in-love)가
된다. 탈리히는 이러한 존재를 ‘궁극적 관심에 사로잡힌 존재’라고 한다.
‘사랑 안에 머무는 존재’(being-in-love)가 되는 것은 우리의 의식의 지향성에 대
한 근본적인 성취다. 그 지향성의 성취는 모욕, 실패, 결핍, 고통, 배신, 버려진 상태
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을 수 있는 뿌리 깊은 기쁨을 가져온다. 그런 성취는 완전한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가져온다. 그런 성취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힘차게 노력하는 이웃 사랑에서 열매를 맺는다. 그런 성취의 부재는
재미를 추구하는 가운데 삶을 진부하게 만들고, 무자비하게 권력을 휘두름으로써 인
간의 삶을 거칠게 만들며, 우주가 불합리하다는 신념에서 비롯하여 인류의 안녕에
실망하게 만드는 길을 연다.23)
신앙의 빛 안에서 초월적(영적) 가치는 그 자체를 다른 모든 가치들과 연계시켜
그 가치들을 변형시키고, 강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한다.24) 그때 성취를 더욱 촉진하
기 위한 개방성이 이루어진다. 프랭클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만드는 것은
22) Ibid., 57-8.
23) Ibid., 155.
24) Ibid.,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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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우리가 지닌 가치다. 우리는 가치로 존재하고, 그것은 우리의 실존 속에 닻을
내린다. 우리는 삶이 매 순간 맞닥뜨리는 상황으로 던지는 물음에 책임 있는 행위로
대답해야 한다.25) ‘사랑 안에 머무는 존재’로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몸소 자신의 육
화된 의미를 책임 있는 행위로 응답하셨고,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에 우리에게
모범이 되셨다. 그는 곧 모든 사람에게 참된 의미와 참된 가치가 되셨다. 이것이 그
리스도요법의 치유의 결과다.
3) 로너간의 회심론26)
회심은 인간 주체의 수직적 자유를 행사함으로 발생하는 자기-초월이다. 그리고
인간 삶의 “방향의 변경”과 “더 나은 것을 위한 변화”다.27) 그것은 “존재의 근원을
전환시키는 것이다.” 그 전환은 “사람이 자신 안에 있는 비진정성을 발견하고 거기
에서 돌아서는 만큼, 그리고 인간 진정성의 충만함이 무엇인가를 발견함으로써 그것
을 자신의 전 존재로 껴안을 수 있는 만큼” 일어난다.28) 회심은 “인간 영혼의 요구
들, 즉 주의 집중하라, 지성적이어라, 합리적이어라, 책임적이어라, 사랑 안에 머물
라는 요구들에 전적으로 항복하는 것”이다.29) 로너간은 영적 회심, 도덕적 회심, 그
리고 지성적 회심에 대하여 말한다.30) 그러면 지성적 회심은 무엇인가?
지성적 회심(intellectual conversion)은 근본적인 정화이며, 결과적으로 실재와
객관성과 인간 지식에 관한 지나치게 완고하며 오도하는 신화31)를 제거하는 것이
다.32)
신화의 세계 안에 갇힌 인간 주체에게는, 아는 것은 곧 보이는 것이며, 객관성이
란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며, 실재란 지금 거기 밖에서 눈에 보이게 존재하는 것이
다. 이러한 신화를 유아의 세계 또는 즉각성의 세계라 하며, 이것은 의미에 의해 매
25) Victor Frankl & Franz Kreuzer, 『태초에 의미가 있었다』, 71-3.
26) 변희선. 『영성수련과 교육학』. 서울: 이냐시오영성연구소, 1996.
27) 김인숙, 『버나드 로너간과 영성신학 방법론』, 292에서 재인용, Cf. Bernard Lonergan, Method in Theology,
52.
28) Ibid. 재인용. Bernard Lonergan, Method in Theology, 271.
29) Bernard Lonergan, 『신학방법』, 371.
30) 로너간은 말년에 가서 감성적 회심(affective conversion)도 포함시켰다. 김인숙,『버나드 로너간과 영성신학 방
법론』, 292.
31) 신화의 결과는 다양하다. 소박실재론자는 의미로 매개된 세계를 알지만 자신이 봄으로써 그것을 안다고 생각한
다. 경험주의자는 객관적 지식을 감각적 경험에 국한시킨다. 경험주의자에게는 이해하고 상상하고 판단하고 믿
는 일이 주관적 행동에 불과하다. 관념주의자는 인간의 지식에는 언제나 감각과 마찬가지로 이해가 포함되어 있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념주의자는 경험주의자의 실재에 대한 관념을 보존한다. 그러므로 의미로 매개된 세계
를 실재가 아니라 관념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직 비판적 실재주의자만이 인간 지식의 사실들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의미로 매개된 세계가 실제적 세계임을 단언한다. 비판적 실재주의자가 경험과 이해와 판단의 과정이
자기 초월의 과정임을 보여줄 때에만 그렇게 할 수 있다. Bernard Lonergan, 『신학방법』, 330.
32) Ibid., 329.

- 20 -

개되는 세계를 간과하며, 의미에 의해 매개되는 세계의 작은 편린에 불과하다. 실재
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경험함으로 소여 되고, 이해함으로써 구성되고
추정되며, 판단함과 신념으로써 사실로 가정된 것을 말한다. 이것이 앎의 객관성의
기준이다.33) 도덕적 회심은 무엇인가? “도덕적 회심(moral conversion)은 우리의
결정과 선택의 기준을 만족에서 가치로 변화시킨다.”34)
우리가 결정을 해야 하는 실존적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 가치와 만족이 충돌하는
경우 도덕적 회심은 비록 만족을 주지 못하는 가치일지라도 참으로 선한 것을 선택
하게 한다.35) 즉, 도덕적 회심은 쾌락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가치 자체인 가치의 원
리를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영적 회심은 무엇인가?
“영적 회심(religious conversion)은 궁극적 관심에 의해서만 획득된다. 이것은
실존적 주체가 초자연적 사랑에 빠지는 것이며 영구적이며 전적인 자기 포기다.”36)
김경재는 틸리히의 궁극적 관심 상태란 성서의 “주 너의 하느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이시니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
느님을 사랑하라”는 위대한 절대 계명을 추상적 표현으로 압축해 놓은 것이라 한
다.37) 로너간에게 그리스도인의 영적 회심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흘러넘치는 하느님의 사랑이며, 은총의 선물이다. 그리고 정신과 마음의 상
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상호 주체적이고 상호 인격적인 요소다.38) 다
음은 로너간의 회심의 순서이다.
우리는 지성적 회심이 제일 먼저오고, 그 다음에 도덕적 회심이 오고, 마지막으로
영적 회심이 온다고 추론하면 안 된다. 오히려 인과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먼
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선물이 있다고 말해야겠다. 그 다음으로 이 사랑의 힘이 가
치들을 실현하는 동안에 이 사랑의 눈이 저 빛나는 가치들을 드러내준다고, 그것이
도덕적 회심이라고 말해야겠다. 끝으로, 사랑의 눈으로 식별한 가치들 가운데 종교
적 전승이 가르치는 진리들을 믿는 가치가 있다고, 그러한 전승과 믿음 안에 지성적
회심의 씨앗들이 있다고 말해야겠다.39)
대개 영적 회심과 도덕적 회심의 열매로서 지성적 회심이고, 영적 회심의 열매로
서 도덕적 회심이며,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선물의 결과로서 영적 회심이다. 이것을
33) Ibid., 329-30.
34) Ibid., 332.
35) Ibid.
36) Ibid., 333.
37) 김경재, 『폴 틸리히의 생애와 사상』,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78, 215-6.
38) Bernard Lonergan, 『신학방법』, 333.
39) Ibid., 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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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 쉽게 도표로 나타내면 〔도표 4〕와 같다. 회심은 지향적 의식의 네 층위 모
두에서 일어나고 네 층위 모두에 침투한다. 회심은 또한 인간주체의 자의적 의지의
행위가 아니다. 의지의 행위는 기능 심리학의 형이상학적 맥락을 전제한다. 우리가
인간 의식의 네 번째 층위, 즉 의식이 양심이 되는 층위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지향
성 분석의 맥락을 전제한다. 결정은 책임감이 있는 것이며 자유로운 것이다. 이것은
형이상학적 의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회심할 때 선한 양심이 하는 일인 것이
다.40)
의식 층
(사랑)

초월적 금언

회심

Be in love

결정

Be responsible

판단

Be reasonable

이해

Be inteligent

경험

Be attentive

영적 회심
⇗
⇗

순서
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 ⇓

도덕적 회심

② 가치 ⇓

지성적 회심

③ 진리

⇗

〔도표 4〕로너간의 삼중 회심의 과정

사람들은 지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회심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도 있다. 만약 회심하지 않고 그것의 결핍이 의식적으로 확실하다면 이것은 신앙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비회심자들은 회심하는 것이 무엇인지 실제로 이해
하지 못할 수 있다. 게다가 그들에게는 자신이 실제로 누구인지를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언어가 없으며, 그 결과 그들은 사회적으로 자신과 동일시하는 집단의 언어
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회심은 그의 시선을 잡아주고, 그의 생각에 고루 미치
며, 심층심리를 꿰뚫는 상징들을 방출한다.41) 회심은 한 사람의 모든 의식작용과 지
향적 작용에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필자는 그리스도요법의 핵심기법인 “마음-비우기와 영혼-즐기기”의 기도의
과정은 바로 로너간의 초월적 방법의 의식의 지향적 과정인 ‘경험-이해-반성-결정’
의 과정과 동일하며 깨달음을 통한 회심의 순서도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
리스도요법에서는 이러한 영적, 도덕적, 지성적 회심에 더하여 심리-중독으로부터의
회심을 그리스도요법 치료사의 필수요건으로 제시한다. 또한 내담자의 치유의 과정
은 바로 이 회심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2. 그리스도요법의 실제 방법
그리스도요법의 실제 방법을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임상 실제에서 목표와 방향설
정에 중요한 ‘진단’에 대하여 알아 볼 것이며, 그리스도요법 치료사가 하느님의 협력
자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태도와 조건을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
40) Ibid., 371.
41) Ibid.,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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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법의 실존적 진단과 분별을 통하여 올바른 실존적 이해에 이르기 위한 실존적
명료화 과정을 설명할 것이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 “실존의 명료화 도식”을 제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요법의 핵심 기법인 “마음-비우기와 영혼-즐기기”의 다
양한 기법들을 소개할 것이다.
가. 그리스도요법의 실존적 진단: “지옥의 문과 낙원의 문”42)
그리스도요법은 실존적 인간의 “세계-내-존재양식”에 관심을 갖는다. 그리스도요
법은 “세계-내-존재양식”에 따라 그 진단 기준으로서 “지옥의 문”(Gates Of Hell)과
“낙원의 문”(Gates Of Paradise)을 제시한다. 지옥에 이르는 다양한 문들과 낙원에
이르는 다양한 문들은 근본적으로 각각 이 세상에서 가진 어떤 순수하지 못하거나
순수한 생각, 욕망, 행위의 양식을 말한다. 이들 순수하지 못한 그리고 순수한 실존
에 대한 현상학적 분석은 대부분 호라의 저작들로부터 직접 택한 것들이며, 그리스
도요법 원리의 빛 아래서 그 색채가 정해졌고, 더욱 발전되었다.43)
아래〔도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옥의 문은 감각주의, 감정주의, 소유주의,
지성주의, 그리고 인간주의 등으로 구성되고, 낙원의 문은 지각력, 이해, 존재로 존
재케 하기, 지혜,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등으로 구성된다. 이것은
그리스도요법이 근본적으로 그 관심에 있어서 ‘양극적’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요법은 인간의 질병과 건강, 약함과 강함, 부정과 긍정 양자에 관
계한다. 그리고 치유와 깨달음의 과정에서 부정적인 기둥에서 긍정적인 기둥에로의
전환을 모색한다.
<지옥의 문>

<낙원의 문>

순수하지 못한

순수한

세계-내-존재양식

세계-내-존재양식

감각주의

⇨

지각력

감정주의

⇨

이해

소유주의

⇨

존재로 존재케 하기

지성주의

⇨

지혜

인간주의

⇨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도표 5〕그리스도요법 실존진단

42) 문영주, “그리스도요법: 깨달음을 통한 치유의 과정-실존적 진단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22
(2011): 103-27. 연구자가 2011년에 발표한 소논문을 수정하여 수록한다. Bernard J. Tyrrell, 『그리스도요법:
깨달음을 통한 치유』, 133-57.
43) Bernard J. Tyrrell, 『그리스도요법: 깨달음을 통한 치유』, 134. 여기서 말하려는 파멸 즉, 지옥과 구원 즉, 천
국은 인간 의식이 최종적으로 영원한 상태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의 인간 의식의 내면적인 상
태를 말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지적하셨듯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는 현재적 실체이기 때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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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옥의 문과 낙원의 문은 그리스도요법의 실존적 진단 및 분별, 그리고 마음비우기와 영혼-즐기기를 돕는 중요한 기초적 자료가 된다. 깨달음을 통한 치유의 과
정에서 세계-내-존재양식은 지옥의 문에서 낙원의 문으로 대체되어야 할 것이다.
나. 하느님의 협력자로서 그리스도요법 치료사의 태도와 조건44)
정신의학자 에릭 번(Eric Berne)은 ‘오래된 세 가지 구호’를 의학적 전통으로부터
가져와 인용하면서, 심리치료사가 매 회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를 마음에 새기도록
촉구한다. 이 세 가지 구호는 ①무엇보다도 해를 입히지 말라, ② 자연적 치유력, ③
번은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치료자는 아무도 치유할 수 없다. 치료자는 내담자에
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 본성이 그 자체의 치유 행로를 밟아 나가는 것
을 기다리면서 자신의 능력이 닿는 한도에서 환자를 치료할 뿐이다.” 또한 환자를
치유하는 것은 “오늘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환자를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기술한
다.45)
1) 인간의 개방: 겸손, 경청, “내버려-두기”, 무위
성서에서 하느님은 인간을 협력자로 부르신다. 타이렐은 하나님의 협력자로서 인
간이 취해야 할 네 가지 태도 또는 양식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겸손한 마음, 듣기,
“내버려-두기”, 그리고 아무 것도 하지 않기 등이다. 이것은 깨달음과 치유를 향해
하나님께 자신을 개방하는 것을 말하며, 그것을 허용하는 만큼 치유된다.
먼저, 겸손한 마음(humbleness of heart)은 하나님이 인간의 가슴 속에서 효
과적으로 역사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
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4:5) 실존적으로 진심으로 응답하는 사람은 그의 가슴
속에 그 자신은 아무 것도 아니며,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갈 6:3)
그 스스로는 깨달음을 통한 모든 치유의 근원을 향하여 한 걸음도 나설 수 없음을
인정한다(요 6:44).46)
호라는 하이데거의 “내버려-두기”(letting-be)라는 용어를 차용하여,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태도에 적용하였다. 그것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존재하도록
하여, 그 존재의 본질 속에서 그 자체를 드러나게 할 수 있는 자유롭고 사랑이 넘치
는 허용이며 최고의 윤리적 질서다. 타이렐은 호라의 이러한 해석을 ‘하나님에 관하
여 내버려-두기’에 적용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내버려-두는(let-him-be)" 만
큼만 드러내신다. 개인은 하나님이 선택하는 방법과 형태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44) 문영주 이정기, “그리스도요법의 치료적 요소,” 『한국영성과심리치료학회』1 (2013): 107-34를 수정 보완
함. Bernard J. Tyrrell, 『그리스도요법』, 46-54, Bernard J. Tyrrell, Christotherapy: Healing Through
Enlightenment , 18-24.
45) Eric Berne, Principles of Group Treatme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6), 62-63.
Stewart, 『에릭 번』, 박현주 역, 서울: 학지사, 2009, 177-9에서 재인용.
46) Bernard J. Tyrrell, 『그리스도요법: 깨달음을 통한 치유』,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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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n

연인과 구세주로 명백히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47)
마지막으로, 개인이 무위(아무것도 안 하기, wu wei)를 행함으로써 그리스도는 우
리의 내부에서 강력하게 움직이며, 변화의 지점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런즉 이제
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갈 2:20) 무위는
세 가지 실존적 양식인 겸손, 듣기, 그리고 “내버려-두기”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우
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방법의 하나로 “내버려-두기”를 경험하고 있는가? 또한 우리
는 스스로 무위로서의 창조적 고요를 경험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치유
와 깨달음을 향한 우리의 개방성 여부를 직시해 준다.48)
지금까지 설명한 겸손한 마음, 듣기, “내버려-두기”, 그리고 무위 등의 네 가지 태
도는 특히 지속적인 치유와 성장을 가져오는 “마음-비우기와 영혼-즐기기”의 기도에
서 그 진가를 발휘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요법 치료사는 자신뿐만 아니라 내담
자에게도 그가 하나님께 개방적으로 열려있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할 것이다.
2) 그리스도요법 치료사의 “실존적으로 사랑하기”
타이렐에 의하면, 그리스도요법 치료사는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실존적
으로 사랑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핵심이며,49) 사랑
은 깨달음에 필수적이다. 깨달음은 메마르고 추상적인 지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사랑스런 인식의 양식”으로서, 사랑의 분위기 속에서만 발생하는 것이다. 사랑의
치유하는 능력은 모든 위대한 종교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며 모든 현대 심리 치료의
핵심에 놓여 있다.50)
실존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유일성의 존재가치를 높이 평
가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창조주 안에서 일어났던 최초의 긍정”을 재현하는 것이며
그 사람의 유일성, 내적 가치를 기뻐하는 것이다.51) 실존적으로 사랑하기는 마음에
가득 찬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에 의하여 변형된 깊은 인간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이다.52)
이정기는 그리스도요법 치료사의 “실존적으로 사랑하기”를 몇 가지 주제 즉, ‘부
름’을 실존적 사랑하기의 근거로, ‘회심’을 실존적 사랑하기의 자격으로, ‘존재’를 실
존적 사랑하기의 본질로, ‘기도’를 실존적 사랑하기의 동력으로, ‘해방’을 실존적 사
랑하기의 목표로 구분하여 이해한다.53) 그리스도요법 치료사는 내담자를 실존적으로
47) Ibid., 50-2.
48) Ibid., 54.
49) Bernard J. Tyrrell, Christointegration: The Transforming Love of Jesus Christ, New York: Paulist
Press, 1989, 7.
50) Bernard J. Tyrrell, 『그리스도요법』, 59, 221-2.
51) Bernard J. Tyrrell, Christotherapy Ⅱ :The Fasting and Feasting Heart, 116-7.
52) Bernard J. Tyrrell, "Christotherapy: An Approach to Facilitating Psychospiritual Healing and
Growth," in Clinical Handbook of Pastoral Counseling, 65.
53) 이정기,『그리스도요법 입문: 깨달음과 치유』, 1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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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것들을 실천해야 한다.54)
첫째, 그리스도요법 치료사는 근본적인 심리적 회심 후 지속적인 심리적 회심 상
태여야 한다. 왜냐하면 ‘심리-탄생’의 선물을 받고, 기본적인 자존감과 자기 가치감
이 있는 사람만이 타인을 효율적으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그리스도요법 치료사는 내담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깨닫고, 자기 자
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자 빛을 사랑하도록 도와야 하며, 성령께 끊임없이 기
도해야 한다.
셋째, 그리스도요법 치료사는 내담자가 어떠한 결함이 있어도 그 사람을 예수 그
리스도의 피로 구원되었고 깊은 사랑을 받는 형제자매로 여겨야한다. 이것은 언어적
의사소통으로도 표현되지만, 미소, 부드러운 터치, 침묵 속에 같이 머무름 등과 같은
비언어적 형태도 포함한다.
넷째, 그리스도요법 치료사는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를 나누며,
그 실존적 사랑은 창조의 신적 평가-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
에 심히 좋았더라”(창 1:31) -와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그리스도요법 치료사는 죄의 현실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롬 5:20),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
운 피조물이라”(고후5:17)라는 말씀을 실현해야 한다.
여섯째, 진정으로 실존을 사랑한다는 것은 수용을 포함하지만 무책임함을 묵과하
지 않으며 직면한다.
일곱째, 실존적으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요법 치료사는 전이와 역전이의 심리적 현
상을 알아차리고 그것이 일어날 때 그것을 다룬다. 그러나 그리스도요법 틀 안에서
는 전이를 적극적으로 촉진시키지는 않는다.55)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실존을 사랑하는 것은 건전하지 못한 의존적 사랑에서 개인
을 해방시킨다. 자율성과 독립성이 부족한 내담자에게는 합리적 감각을 키워준다.
실존에 대한 사랑은 그것을 체험한 모든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여 타인들과 창조적이
고 생명을 주는 사랑의 관계로 들어갈 능력을 준다.
그리스도요법 치료사가 “실존적으로 사랑하기”를 실천할 때 신경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의 욕구는 채워질 것이며, 그때 문제를 해결하고, 위로와 충고를 하며
화해하기 위한 이상적인 분위기가 확립될 것이다.56) 따라서 치료사가 내담자를 실존
적으로 사랑하지 못할 때는 치료를 중단하고 다른 전문가를 찾도록 해야 한다.57) 왜
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요법 치료사의 여러 가지 비언어적 표현을 통하여 전달이 되
므로 내담자에게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54) Bernard J. Tyrrell, Christotherapy Ⅱ :The Fasting and Feasting Heart, 117-8.
55) Bernard J. Tyrrell, "Christotherapy: An Approach to Facilitating Psychospiritual Healing and Growth,"
Clinical Handbook of Pastoral Counseling, 66.
56) Ibid., 65-6.
57) Bernard J. Tyrrell, Christotherapy Ⅱ :The Fasting and Feasting Heart,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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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리스도요법 치료사의 회심과 자기-지식
그리스도요법 치료사가 치유와 생명을 주는 효과적인 도구로서 기능을 하려면 기
본적으로 지속적인 회심과 자기-지식(self-knowledge)을 갖추어야 한다. 이것은 내
담자의 이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치료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호라
는 심리 치료적인 만남에서 환자와 치료사는 언어 및 감각적 자극을 넘어서 서로에
게 상호 영향을 준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것은 “치료사의 건강한 현상들이 환자의
건강치 못한 영향을 압도해 버린다”는 의미다. 그러나 심리 치료사가 충분히 깨달음
을 얻지 못했다면 환자와의 만남으로 인하여 병들 수도 있다.58) 이러한 이해는 치료
적 상황에서 치료사의 조건이 내담자의 치료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그리스도요법 치료사가 그리스도의 효과적인 도구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영적
으로 회심되어 있어야 하며 영적 회심이 진행되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영적 식별은
그리스도 요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사의 영적 회심은 중요하다. 그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라는 맥락 안에서 보게 되며, 내면에 살아있는 하
나님, 즉 보다 높은 능력의 실재를 인정하는 생동감 넘치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
참된 영적 회심의 열매로서 도덕적 회심이 있다. 그리스도요법 치료사가 자기만족보
다도 참된 가치를 추구하는 지속적인 도덕적 회심이 없이는, 내담자를 지속적으로
사랑하며 영적 도덕적 회심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그리스도요법
치료사는 심리적 그리고 영적 상호 관계와 기본적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며 특히 그
릇된 심리적 신념과 영적 신념을 인식하고 비판할 수 있는 지성적 회심 상태여야 한
다.59) 왜냐하면 잘못된 믿음은 사람들이 겪는 영적 고통의 원천이 되고 때로는 심리
적, 심지어는 신체적 고통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건강한 심리 상태에
있어야 하며 심각한 중독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물론 그는 ‘상처 입은 치유자’60)
일수도 있다. 상처 입은 치유자는 치유하고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가장 효율적인
도구일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완전히 회복되었거나 지속적인 심리적 회심상태에 있
어야 한다.61)
진정한 그리스도요법 치료사가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 중의 하나는 자기-지
식(self-knowledge)이다. 즉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자기-지식은 자신
의 기본적인 느낌 반응과 상태의 기원과 의미에 대한 통찰을 포함하고 있다. 그것은
기본적인 자기 개념과 자아상의 이해로 구성된다. 또한 깊은 개인적 체험에서 비롯
된 기본적인 강점과 약점, 재능과 유혹을 성찰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지름길로
여정을 가도록 돕고 막다른 길이나 끝없는 방황을 피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면,
58) Ibid., 103-4.
59) Bernard J. Tyrrell, "Christotherapy: An Approach to Facilitating Psychospiritual Healing and Growth,"
Clinical Handbook of Pastoral Counseling, 58-60.
60) Henri Nouwen, 『상처 입은 치유자』, 최원준 역, 서울: 두란노, 2001.
61) Bernard J. Tyrrell, "Christotherapy: An Approach to Facilitating Psychospiritual Healing and Growth,"
Clinical Handbook of Pastoral Counseling,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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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사가 사람의 영혼의 다양성과 복잡함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은 내담자들에게 축복
이 될 수 있다.62)
그리스도요법 치료사에게 이러한 영적, 도덕적, 지성적, 그리고 심리적 회심과
자기-지식이 없을 경우는 치료사 자신과 내담자 모두에게 불가피하게 막대한 손해를
줄 수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요법 치료사에게 개인적 체험에 깊이 뿌리박은 자기
지식과 자기 분석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Ⅲ. 치료목표 (가정폭력 피해여성 집단프로그램)
1) 프로그램명 : 깨어나 비추어라
2) 목적
본 프로그램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에게 교류분석 이론의 자아상태의 구조적, 기
능적 분석과 스트로크 사용에 따른 자기이해와 ‘나는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한다. 해
결중심 모델을 적용하여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향상으로 자존감을 지켜 스스로
자기 보호 능력을 높임으로서 자신을 안전하게 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주체자
로서 자립적 삶을 살도록 한다.
3) 목표
목표1) 자아 상태를 구조적/기능적 분석으로 자기이해와 성장의 변화를 시도한다.
하위목표1. TA이론을 통한 자신이 의식하고 있는 그대로의

사고, 행동, 느낌의 패

턴들을 이해한다.
하위목표2. 자아상태의 오염과 배제가 일어나고 있는지 자신의 상황을 이해한다.
목표2) Egogram을 이해하고 자신의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성장을 도모토록 돕는다.
하위목표1. 어떤 에너지를 변화할 것인가? 평가하고 선택한다.
하위목표2. 얼마나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는지 발견하여 성장시킨다.
목표3) 스트로크 체계를 정립하고 자신의 행복을 증가하도록 기회를 갖는다.
하위목표1. 자신의 스트로크 경제를 행하고 있는가? 점검, 직면하고 변화를 시도
한다.
62) Bernard J. Tyrrell, Christotherapy Ⅱ :The Fasting and Feasting Heart,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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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목표2. 자신에게 Self-스트로크를 하고있는지 인식하고 삶안에서 적용토록 한다.
목표4) 내담자들의 장점과 능력을 활용하여 자신과 가족내에서 긍정적 변화를 돕
는다.
하위목표1. 내담자 자신과 가족에 대한 재인식을 위해 예외 질문과 관계성 질문 등을
활용한다.
하위목표2. 내담자의 생활에서의 변화를 위해 매회 내담자에게 과제를 부여한다.
하위목표3. 내담자의 성공과 능력에 대한 지지를 위해 개별메세지를 전달한다.
목표5) 권한부여와 존중을 경험함으로써 앞으로 내담자 자신의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킨다.
하위목표1. 성원들은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고 서로에게 변화에 대한 긍정적 피드
백을 한다.
하위목표2. 척도질문을 통해 내담자 각각의 변화정도를 구체화하고 강화한다.
하위목표3. 평가모임을 통해 내담자와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협력 관계를 갖는다.
목표6) 내담자 스스로 긍정적 변화를 유지하도록 돕고 필요한 경우 자립을 돕는다.
하위목표1. 성공과 독립을 유지토록 돕는다.
하위목표2. 문제 발생시 대처방안을 대비하여 스스로 보호할 능력을 갖도록 돕는다.
하위목표3. 자립 후 자조집단을 형성토록 돕는다.

Ⅳ 깨어나는 수단 (가정폭력 피해여성 10 Session (10 회기) 집단프로그램)
◈ Session 1 (1 회기) ◈
1. 주제 : 프로그램 및 집단 성원들 간의 소개 - 긍정적 자기소개
2. 내용
- 자신에 대한 좋은 장점 말하기.
- 자신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춘다.
- 긍정적인 태도로 삶을 바라보기
3. 과제
- 내안에 다섯 가지 에너지에 대한 자료 읽고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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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sion 2 (2 회기) ◈
1. 주제 : 나는 누구인가?
2. 내용
- Egogram을 통한 다섯 가지 에너지 이해하기(CP, NP, A, FC, AC)
- 다섯 가지 에너지의 균형상태 파악.
- 내안에 다섯 가지 에너지의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기.
- 내안에 다섯 가지 에너지의 부정적인 면을 찾아보기.
- 내가 원하는 에너지의 변화는?
- 다섯 에너지와 함께 나의 자존감 향상하기.
3. 과제
나는 어떤 스트로크를 가장 자주,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통찰하기.
- 나를 기쁘게 했던 일.
- 가장 큰 힘이 되었던 사람, 혹은 일을 떠올려 보기.
◈ Session 3 (3 회기) ◈
1. 주제 : 내가 줄 수 있는 스트로크는 무엇일까?
2. 내용
- 타인에게 긍정적 스트로크를 얼마나 자주 주는가?
- 타인에게 부정적 스트로크를 얼마나 자주 주는가?
- 얼마나 자주 긍정적 스트로크를 받아들이는가?
- 얼마나 자주 부정적 스트로크를 받아들이는가?
- 타인에게 긍정적 스트로크를 얼마나 자주 요구하는가?
- 타인에게 부정적 스트로크를 얼마나 자주 요구하는가?
- 타인으로부터 오는 긍정적 스트로크를 얼마나 자주 거부하는가?
- 타인으로부터 오는 부정적 스트로크를 얼마나 자주 거부하는가?
3. 과제
- 성공의 경험 무엇이던지 작은일부터 찿아오기
◈ Session 4 (4 회기) ◈
1. 주제 : 성공의 경험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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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 각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공한 작은 경험을 나눈다. - 긍정적인 면의 성공경험엔 어떤것들이 있는가
- 자신의 강점은 무엇인가
- 자신만이 잘 할 수 있는 장점들은 무엇인가
3. 과제
- 각자 자신의 삶에서 기적이 일어났을 때 당신과 가족들은 지금과 어떻게 다
르게 생활하고 있을 것인지 생각해 오기.
◈ Session 5 (5 회기) ◈
1. 주제 : 개별화된 목표설정하기
2. 내용
- 각자 기적의 날을 이야기하기
- 기적의 날이 자신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 최근 기적의 날과 비슷한 때가 언제였는가?
- 그 때는 무엇이 달랐는가?
- 척도질문 : 현재의 지내는 정도, 기적의 날에 대한 바라는 정도, 자신감
3. 과제
- 가계도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부모님의 자랑할 점, 그 분 들로부터 어떤 좋은
점을 배웠는지 그리고 그 배움이 형제자매와 현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
는지 찾아내기.

◈ Session 6 (6 회기) ◈
1. 주제 : 목표를 구체화하기
2. 내용
- 변화를 위한 첫 시작에 대해 이야기하기
- 당신을 가장 잘 아끼고 있는 사람은 당신에 대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겠는가?
- 첫 시도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 가계도를 통한 강점 찾기
- 척도질문 : 변화를 위한 자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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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제
- 척도질문으로 현재, 목표달성 정도를 객관적 점수로 평가하도록 돕는다
- 현재 지내시는 것에서 1점이 올라갔을 때 무엇이 조금 달라지는지 관찰해오기
- 1점이 올라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관찰해오기
◈ Session 7 (7회기) ◈
1. 주제 : 지금 현재를 몇점이라 할 수 있을까?
2. 내용
- 자신들의 위치한 현실을 점검
- 그 현실을 기점으로 목표를 향해 움직이도록 지지받음
- 찾은 목표를 확고히 실천토록 돕는다
- 아주 조금 1점이 올라간다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 1점이 올라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3. 과제
-지금까지 해온 성공에 도움이 되는 것 찿아오기
◈ Session 8 (8 회기) ◈
1. 주제 : 효과있는 방법을 확대하고 유지하기
2. 내용
- 그동안 성공한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기
-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
- 가족들은 무엇이 다르다고 이야기하는가?
- 그렇게 하는데 도움이 된 것이 무엇인가?
- 척도질문 : 현재 지내는 정도, 목표달성 정도, 자신감
3. 과제
- 지금까지 성공한 방법들을 알아오고 더하기
-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방법 시도해보기
- 혹시 문제가 다시 발생한다면 그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생각해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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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sion 9 (9 회기) ◈
1. 주제 : 성공유지 및 문제 재발시 대처 방안 모색
2. 내용
- 앞으로 1년 그 이상동안 지금의 변화를 유지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 혹시 성공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다르면 가능할 것인가?
- 앞으로 지내면서 다시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알겠는가?
- 그럴 때 지금까지와는 어떻게 다르게 하겠는가?
- 척도질문 : 유지에 대한 자신감, 현재 지내는 정도
3. 과제 : 자기자신, 집단성원들의 장점과 자랑꺼리 찿아오기
◈ Session 10 (10 회기) ◈
1. 주제 : 작은 성공을 축하하기 - 수료식
2. 내용
- 어렸을 때 칭찬 받았던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기
- 그것이 각자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이야기하기
- 그동안 서로에게 발견한 능력과 장점을 칭찬하기
- 수료증 전달 : 각자 소감 발표

Ⅴ 개입에 활용되며 해결로 이끄는 질문

질문유형

내용
예외는 내담자의 생활에서 일어난 과거의 경험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때
에 대한 것이다. 예외를 알아보는 것은 내담자의 목표와 관련하여 자신의 현재와
과거의 성공을 더 잘 알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예외를 알아봄으로써 내담자의 미

예외질문

래가 더 희망적이라는 좋은 단서를 제공한다.
내담자의 강점 또한 예외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된다. 내담자가 예외가
일어날 수 있도록 무엇을 하였는가를 설명하면 내담자에게 장점을 칭찬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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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을 통해 내담자로 하여금 과거의 경험에 관한 복잡하고 직관적인 관찰들
을 의미 있게 표현하고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평가하도록 도울 수 있다. 척도질
척도질문

문은 자신의 관찰, 인상, 예측에 과한 것을 숫자를 이용하여 표현하는 질문이다.
동기와 자신감, 희망에 대한 인식, 진척에 대한 상황, 현재 내담자 문제의 정도,
해결되어야 할 문제의 우선순위 등 매우 다양하게 사용 될 수 있다.
이 질문은 내담자가 원하는 목표와 관계된다.
이 질문을 통해 내담자가 자신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것을 개념화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할 수 있는 가에 대해 진행해 나가게 된다.
이는 내담자가 추상적이고 막연한 내용을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자신의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바꾸어 주는 것이다.

기적질문

이 질문은 적어도 다음의 두 가지 점에서 유용하다. 첫째, 기적에 관하여 질문함
으로써 내담자에게 변화의 가능성에 대하여 제한 없이 자유롭게 생각 할 수 있
게 해주며 내담자 자신이 원하는 변화를 확인하기 시작하는 방법으로 생각하도
록 요구된다. 둘째, 이 질문은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내담자는 과거와 현재
의 문제에서 벗어나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가능성 있는 미래로 관심을 돌릴
수 있게 해준다.
이 질문을 통해서 내담자의 신념체계와 무력감에 대항해서 작은 성공을 알 수

대처질문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이 질문은 내담자 자신이 바로 대처방안의 기술을 알게 하
여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갖고 변화로 나아갈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 질문은 내담자에게 중요한 다른 사람에 대한 질문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희망,
가능성을 지각하는 방식이 자신에게 중요한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을 것

관계성 질문

이라는 생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때로 내담자는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자신의
생활에서 무엇이 달라 질 것인가에 대해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
러한 경우에도 타인의 눈으로 자신을 봄으로써 이전에 없었던 가능성을 만들 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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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프로그램 세부 내용
회기
1회

2회

주제
오리엔테이션

나는 누구인가.

프로그램 내용
․ 집단규칙에 서약

목적
자신의 자존감 찾기

준비물
이름표,

․ 이름표 만들기

강점 찾기 시도

색연필

․ 나의 긍정적 면을 소개하기

T.A.이론공부

싸인펜

․ 메시지 전달
․ ＣＰ, ＮP, A, FC, AC 이해하기

자존감 지키기

․ 가장 많은 에너지는 어디에…?
․ 긍정적 에너지 찾기
․ 부정적 에너지 찾아 감소하기
3회 내가 줄 수 있는
스트로크는?

․ 나의 자존감 향상
․ 타인에게 주는 긍정적․부정적
스트로크 찾기
․ 타인으로부터 긍정적․부정적
스트로크 받은 것 통찰

4회

5회

6회

자신을 행복하고
즐겁게 하는 것 향상
과제:성공경험
찾아오기

성공의

․ 긍정적․부정적 스트로크 거부
․ 잘한점

강점을 인정하고

경험나누기

․ 성공한 점

자존감 향상 시도

․ 긍정적인면의 성공 경험을 나눔

과제:기적을

기적이

․ 메지시 전달
․ 무엇을 보면 기적이 일어났다고

경험해오기
1) 최종목표를 찾고

일어났다면?(기적

알게 될까?

해결의 가능성을

질문)개별화된목

․ 기적이 일어나면 무엇이

경험토록 하기

표설정하기

달라질까요?

과제:가계도(부모형제

목표를

․변화를 위한 첫시작에 대해

의 장점 찿기)
과제 : 척도질문으로

구체화하기

이야기하기

현재와 목표달성정도

․첫시도를 하는데 도움이

점수?

되는 것은 무엇?
7회

지금 현재를
몇점이라 할 수
있을까?

․ 가계도를 통한 강점 찾기
․ 자신들의 위치한 현실을 점검

찾은 목표를 확고히

․ 그 현실을 기점으로 목표를 향해 실천하도록 돕는다.
움직이도록 지지 받음

(척도 질문)

과제:지금까지 해온
성공에 도움이 되는
것 찾아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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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도에서 성공한 것이

혹시 성공하지 못한

확대하고

무엇인가?

것이 있다면, 무엇이

유지하기

․어떻게 새로운 시도를 할 수

다르면 가능할

있었는가?

것인가?

․새로운 시도에 도움이 된 것은

과제 : 혹 문제가

무엇인가?

다시 발생한다면 그때

8회 효과있는 방법을

어떻게 다르게
9회

10회

가장 중요한

․ 자신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대처할까 알아오기
목표달성확인

사람은 무어라

생각하는 사람의 피드백을

과제:자신과 집단성원

말할까요?

경험토록 하여 목표 달성을

칭찬 찾아오기

성공유지 및

확인한다.

대처방안

․ 다시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의논하기
서로 긍정적

알겠는가?
․ 집단 성원끼리의 긍정적

자신감 확대

장미 한

칭찬 해주기

피드백을 통해 자신감을 갖는다.

향상된 자존감 경험

송이씩
포장

Ⅶ. 치료팀의 역할
해결중심 접근에서는 상담치료자와 관찰자들로서 치료팀이 구성되어진다.
＊기본적 과제 : 내담자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내담자가 주로 사용하는 언어,
그리고 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발견함으로서 내담자와 협력 관계를 구
성하는 것
＊두번째 과제 : 치료 목표가 설정되면 내담자로 하여금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예
외 상황이 있는지, 그때는 어떻게 다른지 발견토록 돕는다.
∴ 내담자로 하여금 문제가 해결되었을때의 상태에 대하여 이야기 하도록 함으로
써 그 변화가 자신들의 삶에서 가능한 것임을 인지토록 한다.
40분 면담후 치료팀은 10분간 자문 시간을 갖는다. 내담자에게 해줄 칭찬과 과제
를 함께 의논한 후 ‘메시지’를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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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나가는 말
필자가 지난 10여 년간 수행한 집단상담 치료법은 일반 심리학에서 연구한 내용
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피해여성들에게 영성적 도움이
나 치료를 제공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교회의 기본 사명이며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영성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교회가 나서서 도움을 제공할 내용에 한
계가 있다.
최근 영국의 옥스퍼드대학 연구진은 세계적으로 영국 옥스퍼드대학과 미국 스탠퍼
드대학 연구진이 전 세계적으로 가정폭력에 따르는 비용을 연구, 조사하였다.
“특히 전 세계 여성의 30%에 달하는 7억6천900만 명과 아동 2억9천만 명이 가정
폭력에 시달리는 등 가정폭력 피해도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연구진은 지적했
습니다.
경제적 손실을 따졌을 때도 개인 간 분쟁에 따른 손실이 훨씬 많았습니다. 연구진
은 매년 전 세계에서 각종 폭력으로 세계 국내총생산의 11.2%에 달하는 9조5천억
달러, 약 9천737조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추산했습니다.

특히 여성과 어린이를 상

대로 한 가정폭력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8천200조원에 달했다고 연구진은 밝혔습니
다. 하지만 내전과 테러 등 '집합적 폭력'으로 발생하는 손실은 171조원에 불과했습
니다.” (연합뉴스 2014.9.11.)
가정폭력은 천문학적 경제적 손실과 함께 대부분 가정의 기능상실과 이혼의 주된
원인이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작금의 우리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학교폭력, 혼인율
감소, 이혼율 증가 등이 OECD국가들 중에서 최고 수준에 이르게 된 요인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이다.

가정 폭력은 눈에는 잘 안 보이는 우리교회의 복음화에 최대 걸

림돌이지만 이에 대한 인식과 관심은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가정폭력이 국가적, 사회적 문제로서 여성부 등에서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지
만, 이들 피해자들에 대한 영성적 도움 제공은 우리 교회의 기본적이고 시급한 사명
이다.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과 중대성 그리고 긴급성을 실제로
인식하고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우선 제시할 곳은 평신도 단체라 하겠다.
- 그동안 필자가 연구, 시행해온 가정폭력 피해여성 치유프로그램은 심리적 치유로
서 유효하지만, 교회의 기본 사명인 영성적 도움과 치유 프로그램의 연구와 개발이
시급하다. ‘그리스도 요법’은 예수회 영성수련에 기반을 둔 버나드 로너간(Bernard
Lonergan, S.J)의 방법론에 근거하며, 현대의 과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실천신학
적 연구들이 균형을 이루고 있으므로 현재의 치유프로그램에 기반으로 접목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의 도움을 받아 버나드 로너간, 버나드 티렐의 ‘그리스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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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연구하고 가정폭력 치유프로그램 봉사자 양성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로 도입하
기 위하여 관련 학자들과 전문가들의 협업이 필요하므로 이에 관련된 연구비의 지원
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한국연구재단, 영성부에 관련 영구과제를 신청하거나, 아니
면 민간 연구소 또는 우리 교회에서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신흥종교 구성원 중에서 약 80% 이상이 부녀자(주로 30대-50대)들로서, 이들이
신흥종교에 교인이 된 동기가 많은 경우 가정폭력과 관련되어 있다는 비공식 종교
실태 연구 결과도 있다. 그러하다면 가톨릭 신자들 중에서 가정폭력에 시달리거나,
시달렸던 여성들이 신흥종교에 가입할 가능성이 농후하거나, 이미 가담한 것으로 추
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선교의 차원에서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에 대한

사목적 대안으로서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영적치유 프로그램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
가 있다.
- 이상적으로 보면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영적, 도덕적, 지성적 회심을 통하여 치유
되어 치유프로그램 봉사자로 활동하도록 돕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
리교회가 가정폭력에 피해여성들과 어린이, 청소년 등에 대하여 관심과 배려가 부족
한 이유는 무엇인가? 성찰할 때가 왔다. 혹시 단란하고 정상적인 가정을 당연시하다
가 비정상적 가정 피해자들과 대면하고, 문제에 직면하기가 두렵지는 않은지? 자문
자답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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