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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의 비불교인 종사자 6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경험하는 불교 의미를 파악하고자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비불교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나타나는 불교 경험은 ‘업무의

연장선장’, ‘의외성의 발견’, ‘낯설고 어려운 문화’, ‘신적 존재’, ‘세속화된

모습’, ‘이념적 실천도구’, ‘강력한 상징’, ‘분리되어야 할 영역’, ‘적응적

경험’의 9개 범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비불교인 종

사자들의 불교 경험은 불교 사회복지 시설의 구성원으로서 의미를 부여

하는 내부자적 경험이자, 동시에 비불교인으로서 불교계와 적절한 심리

적 거리를 유지하고자 하는 외부자적 경험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이들의 불교 경험은 소속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회복

지 법인과 운영 지원 사찰의 불교 행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불교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체계적, 절차적 과정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불교 사회복지의 목적을 교리적 이념의 실

천, 사회적인 긍정적 이미지 제고 등으로만 해석함으로써, 불교가 보유

한 문화적, 생태적 자산의 사회복지적 활용가능성, 고유한 전통 문화로

서 불교의 가치, 현대인의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되는 명상과 같은 불교

적 실천 원리의 사회복지적 적용가능성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비불교인 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체

계적 불교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언하였다.

*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hae06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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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들어 불교 사회복지 분야는 비약적인 양적 성장을 해오고

있다1). 이것은 자비와 지혜, 인간 존엄성, 평등, 평화, 사랑, 관용,

용서 등 종교가 추구하는 본연의 가치2)와 사회복지 실천 이념이

일맥상통하며, 복지다원주의의 영향 아래 복지공급 주체의 한 영

역으로서 종교계에서 운영하는 비영리기관의 사회복지활동이 확

대된 것에서부터 그 연유를 찾을 수 있다3). 이러한 맥락에서 불교

사회복지는 깨달음과 중생구제라는 불교 이념에 따라 불교적 조

직과 개인이 사회구성원의 행복추구와 궁극적 자기실현을 위해,

사회적으로 노력하는 민간사회복지 활동으로 개념화되고 있다.4)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불교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실천에 있어 불

교에 내재된 이념적 가치와 실천 원리를 직간접적으로 표방하면

서 사회복지 활동을 전개해 간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국가로

부터 위탁 운영이나 재정적 원조를 받는 종교계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공공기관의 종교 중립 원칙으로 인해 이러한 종교적 가치와

실천 원리를 이용자나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계 사회복지기관은 그들

의 설립 이념이나 목적에 있어 자신들의 종교적 정체성과 가치들

을 일관되게 드러내고 있고5), 불교 사회복지 일각에서도 복지활

1) 불교계는 사회복지사업에 참여한 이래, 1995년 95개소, 1999년 312개소,

2007년 477개소, 2010년 958개소로 비교적 짧은 시기에 급성장 하였다.

고경환(2011) pp. 13-74.

2) 최종석(2009) p. 40.

3) 오세영(2013) pp. 400-401.

4) 임해영(2005) p. 237.

5) 전명수(2011) p.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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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포교의 수단으로 보려는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6). 이

러한 점에서 불교 사회복지의 이념적 지향과 실제 불교계 사회복

지 실천현장이란 현실 사이에는 상당한 모순이 존재하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일례로, 불교계가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불교의 고유한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종교

적 프로그램을 찾아보기 어렵다7). 그렇다면 불교 사회복지 분야

의 핵심 주체인 시설 종사자들은 이러한 모순들을 어떻게 경험하

고 있을까?

그동안 불교 사회복지 분야에 관한 연구는 2000년대 이후 급격

하게 증가하였다.8)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주요 경전 속에

서 불교 사회복지의 사상적 측면을 발견하거나, 불교 사회복지 역

할과 과제,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관련 연구, 대상자별

복지활동 방향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9) 그렇다보니 이 분

야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인적 자원들이 불교 사회복지실천 현장

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과 문제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못하였다. 그 중 하나가 불교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경험하

는 불교의 의미일 것이다. 물론 몇몇 문헌 연구에서 불교 사회복

지의 의미를 불교적 관점과 사회복지적 관점으로 이분하거나 양

자를 통합하여 정의해보려는 시도들이 있어왔다10). 그러나 이들

연구는 불교 사회복지실천 현장이란 구체적인 생활세계를 구성하

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불교에 대해 부여하는 의미를 주의 깊게

주목하지 못함으로써, 사회복지실천 현장이란 현실 속에서 불교는

6) 서병진(2010) p. 246.

7) 전명수(2011)은 우리나라 4대(가톨릭, 기독교, 불교, 원불교) 종교계가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이념과 실제 활용되는 프로그램 사례 분석을

통해 이들은 자비와 사랑과 같은 이념적 대의를 가지고 있지만, 각 종교의

고유한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마음이나 영성을 다루는 프로그램은

부재하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pp, 233-235.

8) 김노은(2012) p. 318 ; 이혜숙(2013) p. 790.

9) 김노은(2012), p. 318.

10) 권경임(2004) pp. 35-39 ; 박광준(2010) pp. 31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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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를 포착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불교 경험이 중요한 이유는 불교 사회복지실천 현장 구성원들이

불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향후 이 분야가 나갈

방향과 역할은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 연구는 불교계 사회복지 시설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들이 주관

적으로 경험하는 불교 의미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들

에게 불교는 어떤 종교로 해석되고 있는지, 기관의 운영 이념과

목적 속에 드러나는 불교적 가치 구현은 이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한편, 질적 연구는 기존에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연구 현상을

새롭게 탐구하면서 그러한 현상을 경험한 이들이 이해하는 주관

적 의미를 파악하는데 적합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11). 또한 이 연

구가 불교라는 연구 현상이 무엇이고, 이것은 불교계 사회복지시

설이란 특수한 맥락 속에서 어떻게 경험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자 한다는 점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어떤 연구 현상을 사례를 중

심으로 진행하는 질적 사례 연구방법이 적절할 것으로 보았다. 이

에 본 연구는 불교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소속 기관과 사회

복지실천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불교의 의미를 당사자들의 목

소리를 통해 이해해 봄으로써, 이들에게 불교는 어떻게 개념화되

고 있는지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것을 통해 불교 사회복지 분야

의 실천 방향과 방법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

를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한 연구문제로 ‘불교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불교를

어떻게 경험하는가?’로 상정하였다.

11) 임유진 외 (2014) pp. 10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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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검토

1. 시설 종사자의 불교 경험 

불교 사회복지 분야에서 불교는 사회복지 활동의 이념적 근거

이면서 복지활동을 전개해 가는 주체이자 전달자로서 역할을 수

행해오고 있다.12)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듯 1980년대 후반부터 본

격화되기 시작한 불교 사회복지 연구는 불교의 사회복지 이념이

나 사상, 불교 사회복지의 개념과 범주 등에 관한 문헌 연구에서

부터 불교 사회복지 실천 분야나 주체에 관한 연구들로 확대되어

왔다.13) 이러한 맥락 속에서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전

문 인력에 대한 연구도14) 이들의 주요 현황이나 실태, 인적 자원

개발 측면에서 접근되어 왔다.15) 이렇다보니 불교 사회복지실천

의 주요 주체인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은 종교계 사회복지시설임에

도 불구하고 구성원들의 종교적 욕구와 범주, 포교에 대한 태도나

접근, 이것을 바라보는 직원이나 이용자들의 시선, 종교적 프로그

램 반영 정도 등을 탐색해 보려는 시도들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

12) 전명수(2013)는 21세기 핵심 키워드가 된 사회복지 영역에서 종교의

역할이란 복지활동의 주체이면서 이념이자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앞의 글, p. 281.

13) 김노은(2012) pp. 318-330. 이혜숙(2013) pp. 791-810.

14) 조성희(2012)는 불교계 사회복지시설 종사하는 인력은 2010년 현재

13,300명으로 추정되며, 이들이 근무하는 시설 유형으로는

노인복지시설(49.6%), 지역사회복지(22.4%), 영유아(17.2%)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더불어 성별 분포에 있어서는 여성 77.6%, 남성

22.4%로 여성 종사자 비율이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p.

186.

15) 고강호(2006) pp. 25-52. 임해영(2007) pp. 152-172. 조성희(2012) pp.

185-207.



222 ∙ 印度哲學 제43집

다. 물론 불교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종교 분포나 시설 내 직

원이나 이용자들의 종교 활동 실태를 파악해 보려는 연구들이 시

도되기도 하였다.16) 하지만 이들 연구는 시설 종사자 자신이 불교

를 어떻게 바라보고, 자신이 속한 기관의 불교적 이념과 실천 활

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심도 있게 탐색해 보려는 노력은

미흡하였다. 그런데 2010년 현재 불교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무종교인이 33%, 타종교를 가진 직원이 14.2%인 것을 감안해보

면, 이들은 불교를 신봉하는 50% 이상의 불교계 사회복지시설 종

사자와는 구별되어지는 상이한 종교적 태도를 가질 것으로 예상

되어진다. 때문에 이들에게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의 불교적 가치

나 불교적 프로그램, 욕구를 드러내는 것은 상당한 양면적 의미로

다가올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시설 종사자 자신

이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불교 경험의 의미, 그 의

미를 바라보는 종사자 자신의 태도 등을 파악해 보려는데 관심을

두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연구를 시도하는 것은 가치 있다

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시설 종사자의 불교 의미를 탐색한

다는 것은 이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비불교인 종

사자들이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경험하는 불교 의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의미한다.

2. 질적 사례연구

질적 사례연구는 가설 검증보다는 통찰, 발견, 해석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특정한 영역 내의 맥락화 된 당대의 현상을 탐구하

는 특정한 종류의 질적 연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17) 이러한 질

적 사례연구의 주요 특성은 구체적이고 서술적이며, 발견적이고

16) 임해영(2007) pp. 153-169. 김응철(2011) pp. 221-259.

17) 머레엄(1998)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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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납적이다. 먼저 구체성이란 사례 연구가 특정한 상황, 사건, 프

로그램 현상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어떠한 사례가 연구 대상이

되느냐에 따라 그 사례가 연구 현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낼

지가 결정된다. 서술성은 연구의 결과물이 연구 대상이 되는 사례

에 대해 풍부하고 심도 있는 서술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발

견성이란 연구자가 제시하는 연구의 결과물은 연구 현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18). 마지막으로 귀납적이라는 함은

확증이나 결정된 가설보다는 새로운 관계 및 개념들의 발견과 이

해에 초점을 둔다는 것을 의미한다.19)

이러한 특성을 보유한 질적 사례연구는 도구적 단일사례, 집합

적 사례연구, 본질적 사례연구 3가지로 유형화될 수 있다. 먼저

도구적 단일 사례연구란 개별 사례가 가지고 있는 이슈나 관심에

초점을 맞추어, 이러한 이슈를 예증하기 위한 분명한 경계를 가진

사례를 선택하는 것이다. 집합적 사례연구란 도구적 단일 사례연

구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이슈나 관심을 선택하게 되지만, 연구자

는 그 이슈를 예증하기 위한 다중사례를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본질적 사례연구란 연구의 초점이 사례가 가진 이슈나 관심보다

는 사례 그 자체에 초점을 두며, 이때의 사례는 일반적으로 비일

상적이거나 독특한 상황을 보여줄 때 활용된다.20)

이와 더불어 질적 사례연구는 사례 선택과 정보 수집을 위한

의도적 표본 전략의 근거를 수립해야 하며, 사례에 대한 깊이 있

는 해석을 위해 소수의 사례를 선택하여 분석해야 한다. 따라서

질적 사례연구의 연구 대상자는 정해진 사례 수가 없지만, 일반화

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4～5개 정도의 사례가 주로

선택된다.21) 또한 질적 사례연구는 사례 선정에 있어 일정한 제한

성을 가져야한다. 왜냐하면 연구 대상으로서 관심을 갖는 연구 현

18) 유기웅 외(2014) pp. 100-101.

19) 머레엄(1998) p. 34.

20) 코스웰(2010) pp. 112-113.

21) 앞의 글, p.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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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연구의 사례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의 사례에서 무제한적으

로 발견될 수 있는 특성을 갖는다면, 특정 사례의 특성을 심도 있

게 탐구하고자 하는 사례연구의 목적에는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

다.22)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가 질적 사례연구로서 적합한 요건

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 연구가 어떠한 이슈에 관심을 두며, 이러

한 이슈를 설명하기 위해 어떤 사례를 활용할 것이며, 이러한 사

례를 활용함에 있어 어떠한 제한적 경계를 가진 사례를 선정할

것인지가 충분히 설명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질적 사례연구는 분석 방법에 있어 사례 내 주제

를 찾는 사례 내 분석과 사례 간에 걸쳐있는 공통 주제를 발견하

는 사례 간 분석이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사례 내, 사례 간 분석

을 통해 공속적으로 범주화되는 공통 주제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

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가 질적 사례연구의 분석 방법을 충실하

게 이행한다는 것은 이러한 사례 내 분석과 사례 간 분석을 통해

공통 주제를 찾고 그것에 대한 연구자 자신의 깊이 있는 해석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23)

Ⅲ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이 연구는 불교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라는 사례가 경험하고

있는 불교란 이슈에 관심을 두며, 이러한 이슈를 설명하기 위해

시설 종사자라는 다중 사례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집합적 사례연

22) 유기웅 외(2014) p. 103.

23)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Ⅲ. 연구방법에서 상세하게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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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성별 종교 재직 경력(현) 근무 경력(전)

1 여 무교 5년 1년

2 남 기독교 2년6개월 1년

3 여 기독교 5년 -

4 남 무교 4년 -

5 여 무교 1년 6개월 -

6 여 무교 5년 -

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의 사례가 일

반 사회복지시설 혹은 타종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아닌 불교

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고, 이중에서도 비불교인 종사자를 참여

자로 선정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자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제

한적 경계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의

참여자 선정기준은 불교 경험에 대한 다차원적인 의미를 파악하

고자, 불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비불교인 종사자를 대상을 하

며, 5년 이하의 근무 경력을 가진 이들로 그 대상을 한정하였다.

왜냐하면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에서 오랜 근무 경력을 가진 종사

자의 경우, 이미 불교 사회복지기관의 운영 이념과 가치의 구현,

이것을 반영하는 불교적 의례나 프로그램에 충분한 적응과정을

거쳤다고 판단되어진다. 때문에 이들에게 불교는 부정적이거나 갈

등적인 의미보다는 긍정적, 우호적 의미로 다가올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불교계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

력 5년 이하이면서 불교를 신봉하지 않는 비불교인 종사자를 연

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분석 대상자인 참여자

들의 불교계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은 최소 1년 6개월에서 최대

5년에 이른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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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수집과 자료 분석 방법 

질적 사례연구는 자료수집에 있어 특정한 제한은 없지만, Yin(2

003)은 사례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자료수집의

원칙을 다양한 형태의 자료수집, 사례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구

축, 연구자료 변화에 대한 기록 3가지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참여자들의 심층 면접에 주로 의존하지만 이들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보조 자료로서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

료 및 업무와 관련된 내부 자료, 발간책자 등을 사전 동의를 얻어

제공받았다. 또한 본격적인 심층 면담을 진행하기 전 불교계 사회

복지시설과 기관 종사자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연구

자 자신의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성찰하기 위해 이 분야에서 20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현장 전문가 2인에게 자문을 구하는 시간

을 가졌다.

사례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있어서는 심층면담 내용에

대한 녹음을 원칙으로 하였고, 녹취파일 전사 자료나 연구수행일

지, 관련 문서 등은 지속적으로 검토 및 분석될 수 있도록 체계적

으로 목록화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료 변화에 대한 기록은 자

료수집과 동시에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개별 사례 분석

과정에서 연구주제와 관련한 연구자의 생각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것을 수행일지에 기록하였다.

이러한 원칙을 기반으로 이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4년 11월부

터 2015년 2월 사이에 연구 참여자별로 1~2회의 면담을 실시하였

으며, 모든 인터뷰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취하였다. 심

층면담 장소는 사회복지시설 내 상담실이나 시설 주변 카페에서

진행되었다. 연구 참여자 선정 방법에 있어서는 질적 연구의 의도

적 표집전략에 기반 하여, 이 분야의 전문가에게 연구 참여자를

소개받는 세평적 사례선택을 함께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불교계

사회복지시설 10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현장 전문가 4인에게



불교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불교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 227

참여자 6인을 소개받았고, 이 연구의 참여자로 선정되었다.

자료 분석 방법은 필사한 자료에 대해 연구 참여자 별로 사례

내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자가 관심을 두는 연구 현

상을 드러내 줄 수 있는 핵심 진술문을 찾아서 그것에 개념을 부

여해주는 의미단위(meaning unit) 분석24)을 실시하였다. 보통 질

적 사례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는 분석 방법은 근거이론에서 주로

활용되는 줄단위(line-by-line)분석과 의미단위(meaning unit) 분

석이 있다. 이 연구에서 의미단위 분석을 실시한 이유는 줄단위

분석이 주요 어휘, 주제 등에 일일이 코드를 부여함으로써, 너무

많은 범주와 속성이 양산됨으로써 과잉 개념화가 일어날 수 있다

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25), 의미단위 분석이 이 연구가 포착하고

자 하는 불교의 의미를 좀 더 핵심적으로 드러내줄 수 있는 진술

문을 찾는데 유리하다고 판단하였다.

연구자는 이러한 의미단위 분석을 실시한 후 사례 간 분석을

실시하여 사례별로 의미단위 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 지속

적 비교의 과정을 거쳐 하위 주제들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본 연구의 연구 문제인 불교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의 불교 경험으로 공통화 되는 9개의 유의미한 범주를 구성하였

다.

3. 연구의 엄격성과 윤리적 고려 

질적 연구의 엄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관계형성, 지

속적 관찰, 삼각검증, 부정적 사례분석, 감사자료 남기기, 참여자

확인의 방법이 활용된다.26) 이 연구는 먼저 삼각검증법으로 심층

24) 임해영(2014) p. 30.

25) Glaser(1992) p. 40.

26) 이혁규(2004) p.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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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자료 이외에 보조 자료로서 기관홈페이지 자료 및 연구 참

여자와 관련된 내부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질적 연구를 수행한 경

험이 있는 동료 연구자 2인에게 연구 결과에 대한 과도한 해석이

나 연구자 자신의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개입된 것은 없는지를 확

인하였다. 두 번째는 연구 참여자 2인에게 연구 결과에 대한 확인

작업을 거쳐 자신의 구술문에 대한 왜곡이 없는지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남기기를 통해 이 연구의 엄격성을 확보하

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질적 연구에서 제기될 수 있는 윤리적 이슈로는 연구에

대해 밝히기, 자발적 참여, 고지된 동의, 비밀보장, 연구 참여로 인

한 피해를 들 수 있다.27) 이 연구는 이러한 윤리적 이슈를 해결하

기 위해 본격적인 면담에 앞선 사전 면담에서 이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참여의사를 확인한 후 자발적으로

동의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면담 진행하였다. 면담 전 인터뷰 자료

가 녹음된다는 것과 참여자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

된다는 것, 비밀보장을 통해 연구 참여자에게 최대한 피해가 없도

록 하겠다는 것을 고지하였다. 이와 더불어 연구 참여 중 언제든

지 참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중단이 가능하다는 것을 안내하였

다.

Ⅳ. 연구결과

본 연구는 사례 내 분석을 통해 개별 종사자들의 불교 경험과

관련된 이슈를 찾은 다음, 사례 간 분석을 통해 각 사례에서 공통

적으로 발견되는 주요 이슈들을 정리하고 통합하여 주제화하는

27) 임예진 외(2014) p.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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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불교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불교 경험은 ‘업무의 연장선상’, ‘의외성의 발견’, ‘낯설고 어려운

문화’, ‘신적 존재’, ‘세속화된 모습’, ‘이념적 실천도구’, ‘강력한 상

징’, ‘분리되어야 할 영역’, ‘적응적 경험’ 9개 범주로 구성되었다.

1. 업무의 연장선상 

1) 일로써 참여한 행사를 통해 알게 된 불교 

본 연구 참여자들은 관광 명소인 사찰을 가끔 방문하다거나 어

린 시절 부모님을 따라 사찰에 한두 번 가본 것이 불교를 처음 경

험하게 된 계기였다. 그래서 이들이 불교를 본격적으로 경험하기

시작한 것은 자신들이 소속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사회복지법인,

운영지원 사찰의 불교 행사에 동원되면서부터이다.

저희 기관이 불교이신 거 아시죠? 어느 기관이나 불교 재단 쪽으로

는 이제 대표적으로는 부처님 오신 날, 이때 그런 행사 같은 거나 아

니면 법회 참석 같은 거... 예를 들어서 템플스테이 같은 거를 통해서,

불교를 처음 접했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기관행사를 통

해서...<참여자 1>

참여자 4도 자신이 근무하게 될 시설이 불교계 종단 사회복지

법인 산하 시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입사지원을 하

게 되었다. 그는 시설에 소속되어 일을 하고 불교와 관련 된 행사

에 참여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불교를 접하게 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불교 행사의 참여는 그에게 생소하지만 신기하고

흥미로운 경험으로 기억되고 있다.

여기가 조계종재단이라는 것을 모르고 입사지원했었고요. 연등회,

철야정진 둘 다할 때가 있잖아요. 연등 달아주거나 5월에 행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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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일주일 만에 했었어요. 그때는 신나 했어요. 이렇게 크게 하

는구나.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시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저는 성

탄절이라던지 교회에서 하는 행사들을 많이 봐왔잖아요. 불교에서 하

는 행사를 크게 하는 걸 보고 하니까 신기하고 재밌기도 했어요. 화려

하고 하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알게 된 거죠.<참여자 4>

2) 강제된 참여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기관 업무의 일환으로 불교 행사나

사찰법회 등에 참석하게 된다. 그런데 이들에게 이러한 행사 참여

는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더라도 소속 기

관의 눈치를 살펴서 참석해야 하는 강제된 참여로 다가온다.

청년회 가시는 분들 중에. 겉으로는 뭐 그냥 몸은 가고 있지만 생각

은 이미 뭐 ‘왜 가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

요. 다른 기관에는 안 그러는데 우리 기관은 왜 그러나 그런 생각들이

저도 들었던 적이 있었구요. 저는 기관 차원에서 충분히 이해를 시키

는 것도 하나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활동을 왜 해야 되

는지. 아니면 그 활동에 대해서 뭐 도움이 어떤 것이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법회가 생기고 활동

하고 이러다보니깐 그런 반감이 생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신입이니깐 뭐라 말도 못하고...<참여자 1>

하지만 이들은 소속 기관이 지향하는 종교적 이념이나 가치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로 인해 기관에서 강제한 동원

일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이 어느 정도 감수하면서 존중

해야 한다는 의견을 드러내기도 한다.

수요 법회 있어 가지고... 법회 하러 가거나 석가탄신일이었던 같

은데 그런 행사로 가는데... 물론 업무의 연장으로 간 거지만 모든 종

교를 대하는 게 약간은...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직원이든, 일

반인이든 예의를 지켜야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절에 가는 거니까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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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면 절에서 따르는 법이 있을 꺼고... 그걸 따라주는 것이 가장 기

본적인 존중이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제가 하나씩 배운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참여자 5>

3) 적절한 보상이 필요한 일 

참여자들이 불교 행사나 법회 등에 동원되는 것은 소속 기관의

직간접적 요구가 전제된 비자발적 참여이다. 그래서 이들은 이러

한 행사 참여를 업무의 연장선상으로 받아드리게 된다. 그리고 이

처럼 업무의 연장선장 속에서 수행되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적절

한 댓가와 보상이 주어져야 하는 일종의 노동행위로 간주하게 된

다.

정기휴일 날 근무했다거나 그럴 때 주고... 그 외 근무시간 외 행사

나 이런 것들은 시간 외 수당 이런 걸로 보상을 해주는데... 어떻게 보

면 법정 공휴일은 당연히 보상받아야 하는 거니까... 어쨌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근로 시간외 법인의 특성상 어느 하나의 고유한 문화 때

문에, 이제 업무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근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줘야한다고 생각해요.<참여

자 3>

주말 행사는 그니깐 저희는 그냥 출근이라고 그러거든요. 주말 행

사에 가고 그러면 뭐 그거에 대한 대체행동 같은 것들을 거의 다 바라

고 있을 꺼에요. 간혹 그런 것 없이 활동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보장이 되어야지 어느 정도 마음 편히 더 참석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참여자 1>

더욱이 이들은 주말 혹은 근무시간 외 이루어지는 행사 참여에

대해, 이것을 엄연한 업무 의 일환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에서 그것

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기

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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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 오신날... 일이라고 생각하고 가기는 가죠. 불편한 것도 있구

요.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애기를 했었던 것이지만, 업무 시

간외 휴일이나 이럴 때 나가서 해야 된다는 것 그게 가장 큰 것 같아

요. 그렇다고 그것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반차라 던지 이런 게 별로

없었고... 그 부분이 불만이긴 하죠. <참여자 6>

2. 의외성의 발견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에게 당위적 의무감으로 다가오는 불교

행사나 사찰 법회 참석 등은 그것이 타의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

문에, 별 기대가 없는 부차적 노동행위로 여겨질 뿐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러한 행사 참여를 통해, 예상치 않았던 의

외의 새로운 의미들을 경험하게 된다.

1) 생각보다 친근한 존재인 스님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에 진입하기 전까지 연구 참여자들이 승려

에 대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은 속세를 벗어난 근엄한 존재 혹

은 다가가기 힘든 성역화 된 존재로 이미지화되어진다. 하지만 이

들은 비록 자신들이 원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기관에서 요구하는

불교 행사 경험, 업무 속에서 만나게 되는 스님을 통해 자신의 의

식에 머물러 있던 승려에 대한 편견들을 재해석하게 된다.

저 같은 일반인들하고는 아예 생각 자체가 다를 것 같고... 그냥 옆

에서 보는 사람들 그런 느낌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하고는 다른 존재

인 것 같았어요. 되게 예의를 갖춰야 되는 또 그런 거를 잘 모르니깐

그냥 피해가게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마주치지 않으려는... 근

데 이제 계속 스님을 뵈고 하니깐 사람이더라구요. 하하... 일상생활에

서 말씀하시는 거나, 행동하시는 거나, 그런게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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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는...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거 보면 인간미

그러면서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참여자 2>

염불하시는 거보면 스님이시구나 하면서도 주변에 그런(어르신) 분

들 잘 챙겨주시고 스님이 그런 부분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불교에

있어서는 자연친화적인 것도 있고 어르신 분들도 그런 거에 가깝게

있고... 항상 강조하신 것이 나눔 정신, 자비... 저도 웬만하면 사업 모

토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스님들을 잘 모르니까... 여기 근무하면서 스님을 뵙다보니까 지금은

일반인이랑 다르다는 것을 거의 모르겠어요.<참여자 4>

2) 의외로 삶에 도움이 되는 시공간

연구 참여자들은 운영지원 사찰의 법회 참석이나 불교 행사 참

여를 통해 스님들이 들려주는 법문이나 불교문화를 접하게 된다.

이러한 법문과 불교가 보유한 독특한 문화들은 예상치 않게 자신

의 삶에 도움이 되는 교훈이나 의미의 재발견으로 다가오게 된다.

제가 원해서 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불교 교리를 통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한다. 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게 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지. 어떻게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건지. 그런 방법들을 말씀해 주시니깐... 뭔가 방법을 제시해 주고 그

러니깐 그거대로 완벽하게 살고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내가 이

렇게 살아야겠다... 좋은 부분이죠.<참여자 2>

또한 이들은 사찰이 주는 아름다운 풍광과 특유의 편안함을 통

해,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 치유 공간으로서 사찰을 인식하게 된

다. 이를 통해 이들은 사찰이 자신뿐만 아니라 일상에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심신 안정과 이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구술

하고 있다.

저희가 사찰을 자주 가잖아요. 사찰을 가면 어찌 보면 좋은 관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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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이잖아요... 살다보면 많이 힐링 되기도 해요. 경치도 좋고 나이 들

어가면서 그런 게 좋더라고요. 하하... 연세가 들수록 불자이신 분들이

많아지잖아요. 사는게 힘드니까...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 번

탬플스테이 했을 때는 힐링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불교인은 아니더

라도 명상이라던지, 108배 절하는 거 그런 것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참여자 4>

3. 낯설고 어려운 문화

이처럼 종사자들은 비록 불교 행사 경험을 통해 승려와 사찰에

대한 새로운 의미들을 발견하고 그것에 대해 나름대로 가져왔던

고정관념들을 해체하는 계기가 된다. 그렇지만 불교를 신봉하지

않은 시설 종사자의 경우, 불교의 고유한 문화를 접해 볼 기회가

많지 않다. 그래서 이들에게 사찰 행사나 스님 법문을 통해 알게

된 불교적 용어나 예법, 경전의 내용 등은 이해하기 어렵고 익숙

하지 않은 생경한 문화로 다가오기도 한다.

1) 생소하고 어려운 용어

많은 참여자들은 불교 용어를 이해하기 힘든 생소한 언어로 언

급하고 있다. 이들에게 불교 용어는 법회 참석이나 불교 행사에서

간혹 접하게 되는 낯선 언어이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것은 그 의

미를 종잡기 어려운 일종의 주술언어처럼 이해되기도 한다.

사리자여... 그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저희 월요일마다 그거 하거

든요. 뭐지... 아침 법문? 그건가... 무튼 하든데 거기서 ‘사리자여’가 많

이 나오더라고요. 사리? 몸에서 나오는 사리 말하는 건가? 하하하...

그게 뭔지 궁금했어요. 혹시 아세요?...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말

들이 되게 어려워요. 무슨 주문 같기도 하고...<참여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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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들을 불교 색채에 맞춰 말하는 그런게 어려워요. 다들 그렇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특별행사로 해서 식사를 대접

한다 그러면 저희는 특식, 그니깐 특별하게 점심 식사를 무료로 제공

을 해드리는 것인데... 공양인가 그 말이... 아 이거 말고도 예쁜 이름들

많을 텐데...그런 말들을 들어보질 못했으니까 어려워요.<참여자 2>

2) 이해하기 어려운 불교 의식과 경전 

연구 참여자들에게 낯설고 생소한 불교 용어는 불교가 간직한

독특한 문화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생경한 언어이다. 그

래서 이러한 언어를 반영한 불교 의식이나 경전내용들은 이들에

게 더욱 난해한 존재로 다가 올 수밖에 없다.

108배하면 108배만 하는 줄 알았는데, 3000배도 있고... 합장하거나

절하는 법 같은 거는 배우기는 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 건

지, 무슨 말인지 하는 것도 있죠…(중략)… 아! 마하반야관자재보살행

심반야바라밀다심 하하하... 배웠었는데... 관장님도 간간히 뜻을 알려

주시고 하는데, 그때뿐이고 사실은 좀 어려워요. 그런게 좀 많이 어려

워요. 하하하. <참여자 4>

4. 신적인 존재 

불교에 내재된 종교적, 문화적 의미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것을

신봉하는 불교인에게도 쉽지 않은 문제이다. 하물며 비불교인인

연구 참여자들이 그러한 불교를 이해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문

제일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이들에게 불교의 창시자이며 교주인

부처님 또한 단편적 이해 수준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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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양한 신들 중 한분

연구 참여자들은 부처님이란 존재를 다양한 종교에서 신봉하는

여러 신들처럼 불교는 부처라는 한분의 신을 신봉하는 종교로 이

해하였다. 그래서 하느님과 같은 유일신을 믿는 다른 종교처럼,

불교는 부처라는 유일신을 믿는 종교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이들

에게 부처는 하느님과 동격인 어떤 신으로 이해되어진다.

사람이 아닌 것을 믿는 거니까... 부처님도 신이시니까 하느님과 다

른 신이시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부처님도 다른 종교의 신처럼 여

러 신중에 한분인 것 같아요. 불교는 나눔과 자비의 정신이 제일 중요

하다고 많이 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을 대하는 방식이 기독교나

다른 종교와는 다르지 않을까...<참여자 5>

종교는 신을 믿는 거고... 저는 부처님도 신이라고 생각해요. 스님들

은 부처님을 믿는 분들이고... 그런 거 아닌가요. 이를테면... 저는 그렇

게 생각하는데<참여자 6>

2) 신격화된 존재 

일부 참여자에게 부처는 원래부터 존재해온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라, 인간에서 신의 반열에 오른 신격화된 존재로 이해되어 진

다. 그래서 이들에게 부처님은 인간에서 신으로 격상한 존재로서

부처를 따르는 불교인은 부처와 같은 신적 존재가 되기 위해, 승

려가 되거나 스스로를 수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이해하였다.

기독교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이 인간의 배에서 태어

나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존재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부처님... 그

니까 하나님이 원래 신이었고. 부처님은 인간에서 신이 된 거라 우리

인간과 좀 더 가까운 존재인거죠.<참여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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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은 신이기시는 하지만 누구나 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기독

교는 자기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나만 믿으면 땡 그런데 불교는 본

인 스스로가 부처가 되기 위해 나눔을 전파해야 한다고 하나요. 누구

나 다 신이 될 수 있으니까 자기 수행도 해야 하는거고....<참여자 4>

5. 세속화된 모습 

종교는 가정 성스러운 영역 중 하나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

가 우리 사회의 어떤 분야보다 윤리적이고 양심적인 영역이길 기

대한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이러한 기대를 불교 공동체에 그대

로 투영하는 모습이다. 때문에 이들은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 내에

서 이러한 기대가 무너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불교에 대한 실망

감을 표출하기도 한다.

1) 종교를 도구 삼는 사익 집단

참여자들은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의 내부자 경험을 통해 많은

불교인에게 존경받는 스님들이나 기관종사자, 사찰 신도들이 보통

의 일반인들처럼 현실적 이해관계 속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

는 모습에 실망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일부들은 보니까 그냥 실망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 법문

듣거나 하시는 모습 보거나 이럴 때에는 정말 좋은 말씀하시고... 되게

이 불교인들에게 존경받는 분들이신데...그렇지 못한 행동들이... 파 싸

움 하시고, 서로 한자리 맡으시려고 하시고. 막 좀 세게 말해서는... 그

냥 종교라는 거를 뒤로 얹고 그냥 일반 사람들이 자기 이익 챙기려고

하는 거랑은 도대체 뭐가 다를까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참 않 좋

기도 했어요.<참여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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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사찰이나 시설의 높은 분들이 다 연

결되어 있어서, 나중에 알고 보면 어떤 시설 높은 분이 어느 스님의

친척이다... 잘 아는 사람이다 이런 말들 있기도 하고... 사찰의 신도 어

떤 분이 있는데... 그 분 자식이 사회복지를 공부를 하는 가 봐요. 그래

서 취직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 거보면 종교를 순수하게 믿는

것은 아닌 거죠. 활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 진실하게 보이지는 않

는 거고, 실망스럽기도 하고...<참여자 6>

2) 사회복지는 종교의 현실적 이익을 챙기기 위한 수단 

중 하나

참여자들에게 종교계의 사회복지 참여 확대는 일면 그 종교의

실천 이념, 철학의 구현과 같은 긍정적 취지도 있겠지만 사회 내

에서 그 종교의 현실적 이익을 챙기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정

치사회적 이해관계 속에서 사회복지를 활용한다는 이면적 해석을

하기도 한다.

저희 신랑도 사회복지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 수녀회 거든요... 왜

종교에서 이렇게 자꾸 하는지 그리고 종교재단에 있어서 그럴지도 모

르지만 목사님이나 저희가 같이 하면 안 좋은 면도 많이 보잖아요. 수

녀님이나 스님, 목사님이나 왜 우리가 많이 봤던 모습과 많이 다를

까?.. 왜 굳이 사회복지기관을 이렇게 열심히 할까... 하는 생각도 들

고...결국 좋게 만은 보이지 않는 거죠. 베풀어야한다는 그런 기본 이

념에서만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사회복

지는 정치인, 시․구청 이런 데랑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어찌 보면

종교가 너무 현실적으로 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걸로 얼마든지 장

난칠 수 있는 거고...<참여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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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념적 실천 도구 

불교계는 사회복지 실천의 이론적 근거를 그것의 교리적 이념

에서 찾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불교 사

회복지의 실천 목적을 그것의 교리적 이념의 실천, 대사회적 긍정

적 이미지 형성의 수단이란 측면에서 바라보았다.

1) 교리적 이념의 실천 수단 

참여자들은 종교계가 그들의 교리적 실천 이념에 근거해서 우

리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데, 그 중 한 분야가 사회복지 분야라

고 이해하였다. 또한 이들은 불교계의 이러한 목적과 정부의 사회

복지 확대 정책이 서로 맞아떨어지면서 불교계도 사회복지 사업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사실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그 교리에 다 있잖아

요? 성경도 있고 그런 것도 다 봤으니까. 통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

요... 우리는 사랑을 전파한다던지 나눔을 전파한다 던지... 그거를 행

동으로 실현 하려고 이런 거를 만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참여자 4>

불교 교리에 맞춰서 그거에 맞는 사업을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래서 어쨌거나 불교나 기독교나 다들 보면 공통된 점이 남에게 베풀

고 사회에 공헌도 하고. 뭔가 선한 사람으로 도덕적으로 살아야하고.

이런 거는 공통적인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데 그중 하나가 이런 복지사업에 뜻을 두고 하는 거라

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정부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이런 많은

사회복지관을 누가 운영을 할거냐... 그런 거에서는 그래도 종교계가

제일 적합하고 할 자원이 그거밖에 없어서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

지지 않나.. 현재는 그렇게 되지 않나 하는...<참여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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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긍정적 이미지 제고의 수단

일부 참여자들은 불교계가 사회복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는 것에 대해 이것을 종교의 대사회적 이미지 제고의 일환으로

해석하였다. 예컨대, 불교의 자비, 나눔의 실천이라는 사회적 이념

구현을 통해, 우리 사회에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한 실천

수단으로서 사회복지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으로 바라보았다.

사회복지를 하면. 저는 이미지는 좋은 것 같아요. 가치창출을 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정말 모르는 사람 도와주고 베풀고 도

움주고.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저희 같아도.‘ 너 뭐하니’ 하면

‘사회복지사’하면 ‘너 착하구나’ 약간 이런... 불교도 어려운 사람 도와

주고 힘든 사람 잘 사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이미지 적으로

물론 불교가 가지고 있는 내포되어 있는 의미로 하실 수 도 있기는 하

지만... 그냥 봤을 때는 이미지가 좋으니깐... 이미지 때문에 하는 경우

도 무시는 못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참여자 1>

아무래도 종교를 띄고 있는 법인에는 종교 자체가 그 안에서 불교

라고 하면 중생을 구제하고 이게 사회복지와 맞물려서 사업을 하시잖

아요... 타 종교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랑, 자비 뭐 이런

것을 실천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자비를 실천하

는 거다, 좋은 일 하는 거다... 그런 이미지를 심어 주려는 게 있죠.<참

여자 3>

7. 강력한 상징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불교가 대사회적인 불교 이념 실천과 긍

정적 이미지 형성을 위해 사회복지를 실천 도구로 삼는다고 보았

다. 그러면서 이들은 불교가 재가 신도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중요한 심리적 장치이며, 불교계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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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으로도 소속 구성원들이나 이용자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

치는 강력한 상징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1) 결속을 위한 강력한 심리적 장치 

연구 참여자들은 불교를 그것을 신봉하는 종사자들, 이용자, 사

찰 구성원들을 하나로 결속시켜 주는 중요한 연결고리로 보았다.

그리고 이들은 이러한 심리적 결속 장치를 통해 불교계 사회복지

시설과 사찰, 지역사회 내 불교인이 하나로 연결되어진다는 점에

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중요한 상징으로 그것을 언급하고 있다.

불교라고 뭉칠 수 있는 것이 가장 크다고 봐요. 저희 기관에서도 불

교이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업무 하면서 불교 활동도 겸사겸

사하면서... 이용자 분들 중에서 종교가 불교이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저희가 불교재단이라고 하면 ‘아 그래요. 저도

불교에요’그러면서 금새 친해지거든요. 하다못해 저희가 절에 가서 행

사를 하더라도 ‘아 저희 왔어요’ 그러면 불교 신도분들이 되게 반갑게

하시고...그런 것들로 이용자 분들을 끌어들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불교라고 하면 불교 이용자분들도 한번이라도 더 관심 가져주시고, 행

사에 한번 더 찾아주시고 하는 것들...그 힘이 엄청 큰거 같아요.<참여

자 1>

2) 이름이 주는 강렬함

참여자들은 불교가 구성원들을 이어주는 중요한 심리적 기제일

뿐만 아니라 불교계 사회복지법인 산하 시설이라는 이름이 주는

각인효과가 큰 것으로 바라보았다. 이것은 불교계 사회복지 법인

산하 시설 종사자들이 전국적으로 모이는 대규모 행사 참여 혹은

타종교를 가진 지역주민들이 그 이름만으로 시설 이용을 주저하

는 모습 속에서 불교를 상당한 파급력을 가진 상징으로 해석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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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산하 기관 종사자들끼리 모여서 하는 체육대회가 있었거든요.

그 ◯◯종 전국적으로 거기에 갔었던... 그런 타 기관 종사자들이랑 그
리고 전국적으로 만나서 소통할 수 있던 시간을 가진 건 드믄 일... 특

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재미있었어요. 한 100여분 되었던 것 같

아요. 다양한 계층에서 오셨었고, 특별히 제주도까지 해서 오셨고... 그

게 ◯◯종 불교 법인이 주는 힘인 거 같아요. ◯◯종 하나로 묶어지는
그런 게 인상이 강하게 남았어요. 저한테는 특별한 일이었고... <참여

자 5>

아무래도 이용자분들은 저희가 불교 재단이라는 타이틀이 있다보니

깐 ... 그냥 불교재단이라고 하다보니깐 되게 강렬하게 받아들이시는게

있으세요. 그니깐 직원 분들이 불교 신도들만 뽑고 다 그러지 않냐고

간혹 말씀하시거든요. ‘여기 선생님들 다 불교 아니야’ 이런 말씀도 하

시고... 임팩트가 너무 큰거죠. 그게 약간 약점인 것 같아요. 불교재단

그러면 외향적으로 보면 강하니까 종교색이 강해보이니까... 오시지도

못하고 그냥 바깥에서 그냥 못 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구요.<참

여자 1>

8. 분리되어야 할 영역

본 연구 참여자들에게 불교는 사회복지 실천의 강력한 이념이

자, 실천 주체로서 영향력을 가진 중요한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

다. 그렇지만 이들은 불교 사회복지 분야에서 불교와 사회복지가

긴밀하게 연결되어지는 것에 대해 문제로 인식하거나,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 있어 불교적 색깔을 드러내는 것을 부정적으로 인

식하였다. 이로 인해 참여자들은 불교와 사회복지가 상호 분리가

필요한 영역으로 이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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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밀착된 관계가 문제 

연구 참여자들은 불교 활동에 자주 동원되면서 자신들의 본업

인 사회복지 업무에 차질을 빚는 것을 문제로 인식하였다. 이들은

이것을 불교와 사회복지 업무가 명확한 경계선을 갖지 못하는데

서 오는 것으로 보고, 불교 활동,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업무 영역

이 상호 분리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피력하고 있다.

일하는 직원들이 종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말 사회복지의 뜻이 있어서 하려고 하는 건데... 그거에

종교가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런게 좀 문제이긴 하구요…

(중략)…너무 시도때도 없이 막 계속 불려 다녀서 여기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복지관에서

일하는 친구들보면 어떤 때는 엄청 심하게 하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아예 그런게 있어서는 직원들이 신경을 안 쓰게끔 그렇게 하는데도

있는데요. 그게 직원들이 종교행사에 불려가지 않아도 분명히 운영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좀 종교랑은 분리 되서 운영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2>

2)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 있어 불교적 색깔이 드러나는 

것은 맞지 않음 

연구 참여자들은 불교계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

종교적 색깔을 드러낸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시설 이용 기피

를 부추기는 것뿐만 아니라, 종교에 대한 거부감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들은 사회복지 서비스나 프로

그램 제공에 있어 불교적 색깔을 드러내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

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종교적으로 색깔을 갖지 않는 게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

든요. 사회복지 기관에서는 어쨌든 저희 지역사람들이 다 같은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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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를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고 기관에서 운영하는... 법인의 종교

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물론 종교의 법인, 사회복

지 기관에서는 그 종교의 배타성을 줄일 수 있는 활동을 할 수는

있지만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음...

이용자 중심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서비스 안에서는 저는 아니라

고 생각을 해요.<참여자 3>

9. 적응적 경험

한편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불교 경험은 연구 참여자들에

게 낯선 종교로서 불교에 대한 거부감이나 방어감을 완화시키는

경험이자, 동시에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해가면서 불교를 자

연스럽게 인정하고 이해하게 되는 적응 경험으로도 인식되고 있

다.

1) 방어적 태도가 순화됨 

참여자들은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면서 기관장 스님을

통해 불교를 좀 더 이해하거나 불교의 사상적 측면이 사회복지사

업에 일정 정도 반영되어지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서, 불교에 대한

오해나 방어적 태도가 어느 정도 순화되어지는 경험을 구술하고

있다.

스님이 기관장이시니까 아무래도 사회복지 서비스를 할 때 불교적

인 사상들이 강하지는 않더라도 녹아나기는 하거든요 그런 종교적인

부분을 이해하는데 넓어진 것 같은데... 예전에는 기독교 자체가 타종

교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편이잖아요? 다른 종교에 비해서 그래서 아

예 방어적인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관 일을 하고 스님들을 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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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런 것들이 많이 순화된 것 같아요. 많이... 그래서 제가 불교가 아

니더라도 타 종교인을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참여자 3>

2) 시설 근무 속에서 불교도 자연스러워짐 

연구 참여자들은 불교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무 연차가 늘어나

면서 비록 자신이 불교인이 아니더라도 해가 거듭될수록 조금씩

불교 행사나 사찰 법회 참석 등에 익숙해져가는 모습 을 일종의

적응 경험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100프로 모든 활동에 대해서 ‘그렇지. 가야지’ 이러지는 않아요. 근

데 이게 연차 수대로 가는 것 같아요. 이런 이해도가 일 년차에는 정

말 10프로 밖에 안됐고요. 2년차 되니깐 그래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

뭐 20프로 정도 이해도가 가는 것 같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50프

로 정도... 예를 들어서 부처님 오시는 날에 간다거나 동지행사나 템플

스테이에 간다거나 뭐 이런 거는 어차피 매년 겪어왔던 일이였기 때

문에... 매년 반복되는 활동에 대해서는 이제는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이해되어지는 감이 있죠.<참여자 1>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에게 불교 경험은 이 분야로 진입해서 여

타의 구성원들과의 유기적 관계 맺기 그리고 시간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순응되어지는 적응 경험으로 해석되어지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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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불교 사회복지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미흡한 연구 분

야였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경험하는 불교 의미를 파악하고

자, 비불교인 종사자 6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

구 결과, 시설 종사자들은 그들이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

회복지 법인과 운영지원 사찰의 불교 행사를 통해 불교를 본격적

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속에서 이들은 이러한 경

험을 강제성이 부여된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연장선상으로 받아드

렸으며, 적절한 보상이 필요한 일로서 인식하였다. 하지만 종사자

들은 일로써 참여한 불교 경험 속에서 어렵게만 생각되었던 스님

들을 친근하게 느끼거나 스님의 법문이나 사찰 공간이 자신의 삶

에 도움이 되는 의외적 의미들을 발견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이들은 불교문화를 접해 볼 기회가 많지 않았던 관계로 불교

의 예법이나 경전 내용, 용어 등을 익숙하지 않은 어려운 문화로

이해하였고, 부처에 대해서도 전지전능한 신으로 이해하거나, 인

간에서 신의 반열에 오른 존재로 여기는 피상적 이해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또한 이들은 불교 사회복지 분야의 내부자로서 불

교를 직접 경험하게 되면서, 성스러워야 할 종교의 현실적이고 세

속화된 모습에 실망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한편 시설 종사

자들은 불교 사회복지를 그 종교의 교리적 이념을 실천하거나 대

사회적인 긍정적 이미지를 쌓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해하였고, 사

회복지를 실천하는 주체이자 이념으로서의 불교는 불교도인 종사

자, 이용자, 사찰구성원을 하나로 결속시켜주는 중요한 상징으로

해석하였다. 그렇지만 이들은 사회복지실천에 있어 불교적 색깔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거나, 불교가 사회복지활동에 깊게 개입되는 것

을 문제로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불교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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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내에서의 불교 경험을 사찰이나 스님들과의 유기적 관계 맺기

를 통해 그것에 대한 경계심이나 방어적 태도가 완화되어지고, 근

무 연수가 늘어갈수록 자연스럽게 이해되어지는 적응 경험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 비불교인 종사자들에게 불교

경험은 불교라는 복지 이념, 주체, 전달자와의 주관적 만남을 통

해, 그것의 구성원으로서 직간접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내부자적

경험이자, 비불교인으로서 불교계와 적절한 심리사회적 거리를 유

지하고자 하는 외부자적 경험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예컨대, 이들은 비록 불교를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경험하지 못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이전까지 자신들이 단

편적으로 이해하였던 불교에 대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내부

자적 경험이자, 동시에 이들은 스스로를 당사자가 아닌 제 삼자에

배치시킴으로써 불교와 어느 정도 심리사회적 간격을 유지하려는

외부자적 시각이 공존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이들이 경험한 불

교의 대부분은 석가탄신일, 제등행렬, 운영지원 사찰의 법회, 시설

장 승려 등을 통해 접하게 되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 이로 인해

이들의 불교 경험 속에는 불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체계적,

절차적 과정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불교 사회복지의 목적을 교리적 이념의 실천, 사회적인 긍

정적 이미지 제고 등의 일면으로만 해석함으로써, 삼국시대부터

한국 사회에 존재해온 불교가 보유한 문화적, 생태적 자산의 사회

복지적 활용가능성, 전승해야 할 우리의 고유한 전통 문화로서 불

교의 가치,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일상적 삶의 피로도가 높은

현대인들에게 심리적 이완과 안정 효과가 입증되고 있는 명상 등

불교적 실천 원리의 사회복지 적용가능성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함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불교계 사회복지시

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불교 교육의 체계화 그리고 그 교육

내용의 질적 담보를 위한 불교계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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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바이다. 이때의 불교 교육은 불교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이용자에게 지켜야 할 종교적 중립의 원칙을 배제하거나, 포교 차

원에서 이들에 대한 불교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

는다. 적어도 불교를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비불교인 종사자들에게 불교계가 사회복지 활동을 하는 목적, 불

교의 기본적 예법과 상식, 삼귀의, 사홍서원, 반야심경 등과 같은

기본적인 불교 의식의 내용과 의미, 사찰 문화와 역사 등을 이해

시키는 기본적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이들이 불교 사회복지 실천의 주요 전달자인 전문 인력의

한축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비불교인 종사자들이

불교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비율의 47%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이들의 불교에 대한 이해 정도가 불교

사회복지 실천과 발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진

다는 것이다. 물론 불교계 주요 종단 사회복지법인은 산하시설 종

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불교 기초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들은 대부분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연수 교육차원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불교 관련 연수 교육을 전혀 받아본 경험

이 없는 종사자들이 전체 종사자의 54.2%를 차지하고 있고, 불교

관련 단기 교육을 받은 종사자들도 불교 교리(34%), 불교 복지이

론(27.8%) 교육에 치중되어 있다.28)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비불교

인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불교 기초 교육프로그램은 상당히 미흡

할 것으로 예측되어지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기초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은 시급한 과제라고 하겠다. 이와 더불어 이미 수많은

연구에서 불교의 자연친화적 생태환경, 명상의 원리 등이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삶의 의미를 상실해가는 현대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긍정적 실천 원리로써 그 효과와 가능성이 입증되고

있다. 그렇다면 불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이러한 효과와

가능성이 충분히 숙지되었을 때, 이때의 불교는 종교를 넘어 사회

28) 김응철(2011) pp. 22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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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이용자들의 삶을 지지할 수 있는 좋은 심리사회적 사회복지

프로그램으로 적용되어 질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설 종사자

들에게 불교 사회복지 프로그램으로 접목되어질 수 있는 불교문

화와 실천 원리들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것은 불교

전파를 위해 시설 종사자들을 도구로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불

교적 가치 구현과 불교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복지 전달자로

서 종사자들의 우호적 역할과 그들이 시각을 확장시켜 줄 수 있

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

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소수(6명)의 참여자에게 국한됨으로써,

기획된 연구가설과 그것을 증명하는 과학적 일반화의 원리를 따

르지는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과학적 일반화를 추구하

는 양적 서베이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보조적 연구

로서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후속 연구에서는 불교계의

다양한 종단 소속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포함하는 양적 연구

를 통해, 종사자들의 불교에 대한 지식, 인식, 행위 경험 등의 내

용과 수준을 좀더 면밀하게 파악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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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qualitative case study on Buddhist 
experiences of social welfare workers in 
Buddhist social welfare facilities :

Focusing on non-Buddhists

Lim, Hae Young

Sungkyunkwan University

In this study, in-depth interviews with 6 non-Buddhist

workers of Buddhist social welfare facilities are conducted

to grasp the meaning of Buddhism that they experience.

Thus, 9 categories that are commonly found in

non-Buddhist workers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are con-

structed which are ‘prolongation of work’, ‘discovery of un-

expectedness’, ‘unfamiliar and difficult culture’, ‘divine ex-

istence’, ‘secularized shape’, ‘ideological practice tool’,

‘powerful symbol’, ‘area to be separated’, ‘adaptive experi-

ence’

Based on the result of the study, Buddhist experiences

of non-Buddhist workers exist as an insider experience

which come from being members of Buddhist social welfare

facilities. Their experiences exist also as an outsider experi-

ence which indicate that they try to keep certain psycho-

logical distance from Buddhism. Secondly, Buddhist experi-

ences of non-Buddhist workers are fulfilled through

Buddhist events and ceremonies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operating social welfare corporations and operational support

temples. This means absences of systematic and procedural

process. Lastly, non-Buddhist workers interpret the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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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Buddhist social welfare only as a practice of doctrinal

ideology and an improvement of socially positive image.

Thus, they fail to point out social welfare applications of

cultural and ecological assets, values of Buddhism as unique

traditional culture, and principles of Buddhist practices such

as meditation which helps relaxation of body and mind.

Based on the discussions above, this study suggests sys-

tematic Buddhist education is needed for non-Buddhist

workers of Buddhist social welfare facilities.

Keywords: Buddhist social welfare, Social welfare facility of

Buddhism, Non-Buddhist workers, Buddhist

experience, Qualitative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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