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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에서는 臨床診斷이

論

jung 學派에는

게 하는 구실율 하는 수가 있으므로

r 神經症의 精神療法」이니

r 分裂症의

精神療法」이니 하는 것 이 없 디-. 왜 냐하면 Jung 의 分析
心理學의 立場에 서 는 精神療法이 란 오직 하나 ,

全ᄉ間

을 對象으로 하는 心理學的 作業이기 때문이 다. 神經症
이니 分裂症이 니 하는 疾病올

對象으로 하는 特殊技法

이 아닌 것이 다. 精神療法은 技術만으로 實施되는 것이
아니 라 治療者의 r 마음」과 心理學的姿勢에 根據하여 行
해지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r 神經症의 精神療法」이라

너무 診斯율 細分

하지 않는 것이 좋고 臨床診斷보다는 오히려 그 個•人이
處해온 心理的인 狀況을 理解하는 것이 더욱 重要하다3
그러므로 이 論巧에서는
精神療法」이 아니고

Jung 學派에서의 r 神經症와

精神療法全般에 걸친 説明을 하게:

될 것이 다. 다만 本誌의 이 번 特輯이 神經症에 관한 것’
이므로 Jung■의 分析心理學 (Analytical Psychology) 에
서 神經症울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을 먼저 간단히

생.

각해 보기로 한다.

고 말한다면 神經症에는 다른 病과는 全혀 다른 獨特한
治療方法이

오히려 않는 사람의 全體를 못보

I . 神經症의 意栋8_11〉

實際로 있기나 한 것 처럼 錯覺하기 쉽다.

勿論 神經症患者는 다른 患者와는 다른 여러가지

心理

ᄉ間올 보는 Jung 의 立場이 因果論的인 立場뿐 아나

的傾向을 共有하고 있는 것이 事實이다 .

이런

라 目的論的인 立場을 特히 强調하는 것이 므로 Jung 의

共通點을 神經症이 라는 疾病과 關聯하여 强調하다 보면

神經症을 보는 눈도 다른 모든 r 精神障碍」의 경우나 마

神經;症을 앓는 個個의 r ᄉ間」
의 多樣性과

찬가지로 그 障碍룰 일으킨 原因과 同時에, 아니 그보다

그러나

健康한 可能

性 ¥ 看過하게 된다。 어떠한 患者나 그가 精神科의 어

도 그 障碍가 지니고 있는 目的性을 찾는

떠한 疾病名으로 診斷되든 間에 r 사람」으로서의 共通點

가고 있다.

을 가지고 있다.

또한 아무리 같은 神經症의 病名으로

診斷된 사람일지라도 어느 한 사람도

꼭같은 r 方法」으

로 , 꼭같은 過程을 밟아 治療되는 것은 아니다.

方向으로 나

이것은 그가 ᄉ間의 精神 , 더 具體的으로 말해서, 無
意識이 어떤 方向과 目的을 가지고 作用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 다. 無意識이 意識에서 만들어진「結果」라고

Jung 學派의 精神療法은 ᄉ間에 對한 이 두가지의 前

생각하거나

無意識에는 本來 危險한 衝動이 숨어 있으

提ᅳ普遍性과 特殊性ᅳ•에 서 出發한다. ' 또한 Jung 心理

므로 自我 (Ego, Ich) 란 곧잘 防禁機轉올쓰지 않으면

學은 病과 健康, 異常과 正常을 質的으로

안된다고 생각할 만큼 無意識의 志向性아나

다른것 처럼

區別하지 않고 一般的인 ᄉ間心理의 바탕위에 이루어 지

味가 制約된

觀點에서 보면

는 動的인 聯關性을 가진 現象으로 把握한다. 그러길래

생각하기

jung 은 r 神經症論 J 같은 別個의

Freud) 에서 代辯되는데

없다.

論文을 거의 쓴 일이

•

어려울 ■것이 다.

創造的 意

r 精神障碍의 目的性」이 란
後者의 立場은 후로이 드 (s.

新후로이드學派에

이르러서도

그의 神經症에 관한 見解는 ᄉ間心理를

説明하는 過

아주 없어지지는 않고 있다.
도시 Jung 學説에 는 防禁機轉 (Abwehrmechanismus)

程에서 여기 저기 言及되어 있을 뿐아다.

또한 精神療

이라는 것이 조금도

論及되고 있지 않으며

쓰는 일조차 없다. 어떤 精神現象에도

서울ᄎ學校 醫科*學 精神科

Dep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意味가

생각하는 立場에 서면 아무리 危險한 것처럼
病的인 것처럼 보이는 所謂 r 障碍」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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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말을
있다고

보이거나

「뜻」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찾으려는 勇氣가 생길 것이 다.

러 이 러한 類型의 動機와 行動올 하게 마 련 라 는
入觀을 갖게 되기 쉽 기 때 문이 다.

이 리 하여 Jung 은 P 노이 로제 ” 란 아직 그 意味를 發
見하지 못한 마음의 苦痛이다」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

노이 로제 (Neurose) 의 苦痛뒤 에는 意味가 있 디、 그러 나
그 意味는 아직 앓는 사람에게

即 그 意味는 그의 無意識속에 있다.
로 이 숨어 있는 意味 , 患者가

各個ᄉ의

■類型에

따라 發現되기 쉬운 神經症의 症狀에 言及하고

있기는

한 方向으로

精神療法이 란 바

나타날 수 있다는 뜻에서

그러

説明하고 있을

뿐 神經症의 病理를 地誌學的 (topographical) 으로 明白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

는 意味를 患者로 하여금 發見하도록 해주는데 그 目的

하게 規定지으려는

이 있다고 하는 것이 다.

않다.

患者는 보통 症勢에 매 달리는

나머 지 그 苦痛의 眞正한 意味틀 못보고 있기 때문이 다.
그러 면 그 意 味 (Sinn) 란 어 떤 것 인가 ?

Jung 은 그의 心理學

的 類型論 (Psychological type) 에서

하나 어디까지나 精神機能相互間의 力動的關係가

認識되지 못하고 있다.

先

目的에서 説明하고 있는 것 같지는

가령 外向型에 있어서는 現實에 順應 (Einpassung)은

그것은 意識

하지만 適 應 (Anpassung)을 잘 못한다。 適應이란 그때

에 缺乏되어 있는 것을 補充하고저 하는 無意識의 志向 .

그때의 現實條件에 無條件 順調롭게

性 , 그리 하여 그 個體가 部分으로 •살지않고 全體로 살

應을 훨신 넘어서는 것이다. 適應하려면 局地的인 時代

수 있 도록 하려 는 意志이 다.

的條件을 넘어서는 표다 普遍的인 r 法」(Gesetze)을 觀

달리 말해 서 意識的 自我

( 나， Ich, Ego) 의 그릇된 態度를 바꾸어 그 사람의 眞
正한 自己自身 (Selbst, self) 을

實現시키려는데

그 苦

痛의 意味가 있다. 그 러 므 로 「노이로제」에 걸린다능. 것
은 自己本然의 姿勢를 되찾고 分裂되지 않은 統一된 ᄉ
格으로 살아가도록하는 하나의 重 要 한 「機會」(chance)
를 찾게됨을 말한다. 모든 精神的危機, 精神的障碍에는
■恒常 個體化過程 (Individuation process) 이 關係하고 있
다. 個證化가 가장 절실하게

要求되는 때가 바로 우리

가 精神科領域에 서 病이 니 障碍라고 부르는 狀況이 다.
노이 로제症狀은 어 떤때 생기는가,

모든 精神의 解離

狀態 (Dissociation) 를 惹起시키는 條件에 서 생긴다.

가

령 意識이 無意識에 對하여 문을 닫아버릴 때 , 即 깨달
아야할

無意識的 傾向等을 外面할 때 , 또는 意識이 너

察할 必要가 있다.

外向型은 늘 客體에

的 順應에 對한 代償的인 意味를 가지고 있다. 即 症勢
는 그사람으로 하여금 客禮에의 順應올 拒否하고
에 關心을 가지도록

强要한다.

를 일으킨다.

症勢란 意識의 態度에 어딘가 잘못이 있

으로 順應하는 特徵을 가지고 있다. 히스테리患者는 恒
常 周圍環境에 깊은

印象을 주고 남의 興味의

되려고 한다는 것은 周知의 事實인데

그러

對象이

이것은 正常的인

外向的傾向의 誇張이며 이런 傾向이 無意識의 代償機能
複雜한 樣相을 띄 우게 된다 . 이 代償機
對하여

身體障碍를

通해서 內 向 (Introversion) 으로 强要하게 하는데 그 意
義가 있다.
로

또는 相當히 內向的인 性格을 띄운 病的으

進된 幻想作用을 일으키게 하기도 한다.
內向型에 있어서 內向的態度가 지나치게 되면 客體와

음을 알려주는 警成信號와도 같은 것이 다. 同時에 그것
은 意識의 幅이 넓어져야 함을 알리는 警鍾이 다.

히 스테 리는

周圍의 사람들과의 意思嫌通이 誇張되며 環境에 自動的

能은 意識의 지나친 外向的傾向에

症勢

主®

外向型에서 잘 나타날

수 있는 神經症은 히 스레 리 (Hysterie) 인데

畜 己個性 (Individualist, Selbst) 을 잃어 버 리고 集團精神

의 態度가 不適合하거 나 不充分할 때 노이로제는

그러므로

여기서 생기는 機能的 或은 器質的인 身體-的障碍는 外向

으로 말미 암아

한마디로 意識

말려들어가서

自己自身을 잃어버릴 危險性을 지니고 있다.

묵 한 곳으로 치달으며 (一方性, Einseitigkeit) 自我가
에 同一視하디 이에 執着할 때 등이 다.

自我를 맞추는 順

의 關係가 끊어지게 된다 .

그럴수.록 客體는 自我를 危

넓어져야 하는가 하는 것은 症

脅하는 存在처럼 보이고 그사람은 自我를 客體로부터의

勢만 보아서는 알 수 없다. 그것을 決定하는 것은 無意

r 挑戰」에서 保護하려고 努力하고 더나가 自我를 貫徹하

識의 言語이 다. 따라서 精神療法에 서는 主로 各者의 無

고 客體를 支配하려고 無理한 敢闘를 하다가 지치고 만

意識의 言語를 理解하고

同化시키는

다. 內向型에 서 잘 일어 나는 神經症은 神經衰弱症 (Neurasthenie) 이 다.

.症狀의 特徵

心氣症狀 (Hypochondriacal symptom), 强迫症狀, 恐

나 意識의 幅이 어떻게

그것을 意識으로

作業이 實旌된다.
어 떤 經路로 神經症의 症狀이 나타나며

이 個ᄉ마다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은 ᅳ律的으로 説明

怖症狀等도 心理學的 類型과 關係하지만

할 수 없고 그것을 精神分析 (Psychoanalyse)에서 처럼

나타나며 다만 그 內容의

細密히 體系化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고

熟한 內向性 또는 外向性ᅳ를 決定하는 것은 두가지 基

妥當한 일인

지도 疑問이 다. 왜냐하면 이 렇게 함으로써 다시금 患者

本態度 , 內向, 外向

의 ᄉ間으로서의

感情, 直觀, 感覺〉中에서

個體를 度 外 視 하 고 「神經症患者란 이
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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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型에서나

獨特한 뉴앙스一이를테면 未

그리고

네가지의 特殊機能 (思考,
무엇이 無意識속에 가장 未

分化된채 남아 있느냐에 달렸다. 그리고 未分化된 原始

關聯된 몇가지 分野에 對한 口述考査와

的 機能은 대개 强迫性을 띄우고 症狀內容올

하는 Jung 心理學方面의 論文이 通過되 면 正式으로 Jung

彩色하게

學位論文에 準

學派의 分析家로 認定된다. Jung 學派는 英 , 獨 , 美, 伊

된다 .

Jung 은 心理學的 類型을 하나의 傾説로

提示하면 서

等地에 各各 修練機關이 있고 多少 그 規約이 다르지만

넣기는 쉽지

그 가장 核心이 되는 곳은 Jung 自身이 ■
세운 스위스 츄

않은 일임을 指摘하고 있다. 그러므로 神經症症狀과 類

릿 히 의 Jung 硏究所이 고 이 곳의 修練이 대 략 上述한 바

型과의 關係를 지나치게 글짜그대로 받아드려서 公式化

이고 年限은 여러가지 外部的 , 內部的條件에 따라 다를

하는 것은 禁物이다.

수 있지만 4年以上 걸리는 것이 보통이다.

어떤 ■사람을 實際로 어느 하나의

類型에

어 쨌든 Jung 은 心理學的 類型은

Jung 心理學의 理論的인 修練科目 中에 서 重要한 것은

後天的이 기 보다는

先天的 素因과 關係한다고 보기 때문에

臨床精神病理學을 除外하면

自己의 個性에

原始心性, 比較宗教學, 神

맞지 않게 살거나 그 個{生가운데서 優越한 機能만을 發

話或은 民間説話，꿈에 관한 理論 , 输窗分析等을 들 수

達시 키 고 다른 機能을 소홀히 할때 에는 여 러가지 障碍가

있 다. Jtmg 學派는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 그러므로 精神治療者는 各者의

文社會系 및 自然科學系統과 모두 翻聯된

個性을 찾아주고 無意識에 抑歷된

function) 도

精神接學의 한 分派라기 보다는 ᄉ
하나의 獨自

的인 心理學派라고 할 수 있다 . 이學問은 ᄉ間의 마옴과

劣等機能 (inferior

關聯된 곳에는 어디에나

分化시켜 全體의 精神機能을 골고루 發達

觸하면서 또한 어느 學問과도

同ᅳ하지 않고 아무곳에도 層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시 키 도록 도와주어 야 한다.

分析修練의 資格에도 큰 制限이 없어서 物理學者로부터

I-

神學者에 이르기까지 多樣하다 . 美國의 病院에서 근무하

治療者의 修 練

는 精神科鐵가 Jung 學派와 거의 接觸이 없는 理由의 하
精神療法에 서는 治療者의 姿勢가 무엇보다도 重要하고

나도 여기에 있다. 다만■精神科駿는 精神病 (Psychoses)

治療者가 바른 姿勢를 갖기 위해서는 治療者가 그 自身
의 心理를 알고 自己의 問題를 깨달하야 칭:다. 그러므로

의 精神療法을 하는데 多少 有利한 知見과 經驗을 가지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知見이 오히려

Jung 學派의

治療에 妨害가 되는 경우도 있고 豐富한 神話的인 內容

精神療法에서는 다른 學派^•精神分析이 나

實存分析■"•에 서나 마찬가지로 治療者自身이 教育分析을

의 꿈을 理解하는데는

받도록 되어 있다.

다른 分野로 視野를 넓 히 도록 努力하지 않으면 ' 안된다.

ᅳ般醫學知識의

테두리틀 넘어

Freud 學派에 서는 精神分析 (Psychoanalyse) 과 精神

精神醫學者가 眞正한 分析醫가 되려면 먼지 精神醫學올

分析的 精神療法 (Psychoanalytic psychotherapy, Psy-

' 克服할 수 있어 야 한다 . 이것은 勿論 다른 分野의 사람
둘에게도 該當된다.

choaiialytically oriented psychotherapy) 을 나누는 경
우가 " 있으나 Jung 學派에 서는 分析 (Analyse) 과 精神療

分析修練이

完了되었다고 해서 그 分析家가

自己의

法의 區別을 짓지 않는다. 嚴密한 意味에 서 Jung 學派의

問題를 모두 잘 解決한 成熟한 ᄉ間이라고 斷定지을 수

精神療法은 分析과 다름 없고 따라서 治療者는 모두 分

는 없다. 그는 成熟 또는 自己完成을 向해서 不断히 努

析修練을 끝마친 分析家 (Analytiker, Analyst) 인 것 올

力해 가고 있는 사람이다 .

原則으로 한다.

그가 어느 程度까지는 自己問題를 깨달올 수 있는 能力
을 갖추게 되 었고 自己反省올 하는 態度가

分析修練에서 제일 重要한 것은 理論的인 敎育보다는
實際證驗이며 . 따라서

■그리고 分析修練의

一定한 教育 分析家 (Lehranaly-

을 意味할 뿐이다 .

終結은

確立되 었음

修練이 끝난 分析家들도 같은 分析

tiker) 에게 가서 週 三回以內의 教育分析 (Lehranalyse,

家끼 리 모여서 서로 꿈에 관한 이 야기를 나누고 各自의

Training Analysis)을 받는 일이다.

經驗을 討議하는 機會를 必要로 하는 것은 그때문이다.

이때 被分析者는

主로 自己自身의 無意識에 비친 또다른

自己의 모습을

I V . 精神療法의 實際

發見해 나간다. 一定期間 教育分析을 받은 뒤에 所定의
基礎的 理論에 對한 試驗을 通過하면 비로소 다른 사람

1. 目的2 파 方法 및 對象 1’ 2’ 4-8)

을 分祈하는 資格이 생기지만 아직 獨自的으로는 할 수
없고 指導分析 (Kontrollanalyse) 을 規定된 分析家로부
터 規定된 .時間 받으면서 實施하게 된다.
週一回의 症例討議세미나에 내놓고

精神療法의 目的은 이미 前述한 説明으로
있듯이 個體化 (Individuation)이다.

症例는 또한

指導分析家의 指導

體를 살림으로써

를 받아야 한다. 마지 막에 Jung 心理學의 實際的 應펴과
ᅳ

個個의

짐작할 수

A 間의 全

統一된 ᄉ格을 만들어가는 것을 돕는

데 그 目的이 있다. 어떠한 患者의 경우에도 이 目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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ᅳ

때문이다 . 꿈을 理解하려면 現實 , 即 意識의 狀況을 알

는 變함은 없다 .
個體化 또는 ' 自己實現이 란 完全한 ᄉ間, 또는 聖ᄉ을

아야 함은 勿論이 다.

그러 므로

患者의 '生活史가 決코

만들어내는 過程이 아 니 다 "「그 사람」을 「그 사람」답게
하는 일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사람다워지는 것이며

소흘히 다루이 지는 것은 아니디-.

그사람 自身이 무엇이냐 하는 問題는 意識,

Evaluation) 를 따로 마련하지는 않고 그때 그때의 無意

겉에 보이

며 알고 있는 自我의 性格만으로는 알 수 없고

반드시

無意識을 보아야 한다 .

等만을 듣는 目的으로

그러 나 生活史, 病歷

所謂 診斷的 評漬期 (Diagnostic

識의 內容과 關聯되는 現實狀況을

알아가는 것이 보통

이 다. 勿論 被分析者에 따라 例外가 있다. 分析을 시작

Jung 學派의 精神療法에 서는 方法이 나 技術보다도 ᄉ

하고 처움 가져 오는 꿈을 Initialtraum 라고 한다. 여기

間을 보는 基本的 姿勢를 더 重要하게 여긴다. 그 姿勢

에는 흔히 被分析者의 心理學的問題의 核心이 나타나는

는 ᄉ間에게는 그 自身도 아직 모르는 '無意識이 있으며

경우가 있고 때로는 分析의 豫後가 暗示되기도 한다 .

그 속에는 그사람으로 하여금 全體가 되게끔■하는 能力

被分析者가운데는 적지않게 자기는 꿈을 꾸지 않는더!

이 存在하므로 그■것을 경건하게 찾아나간다는 마음가짐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에 있다. 그러므로 治療方法과 技術은 比較的 自由롭게

것이 아니라 꿈올 記億하지 못할 뿐이라고

여 러가지를 應用할 수 있다. 分析과 精神療法이 라는 말

꿈에 關心을 두도록 권하면

을 區別해서 쓸 必要가 없는 理由가 여기에 있다•

대개 1, 2遇안에 꿈을 記憶해가지고 온다. 長期間 기다

紹介를 받고 오든 스스로 찾아 오든 分析家와 찾아온

그럴만한 理由가 있다고 생각한다 .

무 强制로 除去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

1週

대개 2回, 드물게 1回

이나 그사람의 問題의 性格과 그 深刻性,
等을 參考로 하여 分析家가 決定하고

自我의 强度

治療해가면서 必

要하면 增減하게 된다 . 3回以上 안 만나는 것은 患者自
身이 스스로 생각하고 行動할 수 있는

C.G. Jimg 의 꿈의 解釋은

無意識的抵抗을 녀

分析的 因果論的이기 보
있다. 꿈이 왜

다 合成的 未來志向的인 特徵을 가지고

그렇게 나타났는가를 過去의 具體的인 經驗에 連結시킴
으로써 찾기 브다는 꿈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켜주며

어 떤 方向을 提示하는가를 찾아 브려고 한다.

餘裕를 주기 위

해서이 다.

Freud 와는 달리 Jung 은

記億한 꿈을

꿈의 全體로

본다 . 潜在하고 있는 꿈의 內容(Latent dream content)

精神療法의 對象은 누구나 相關이 없다. 分析이 란 教
育을 받은 知能이 높은 사람이라야 한다는 意見도 있으
Jung 學派에 서는

그렇게 생 각하지 않는다.

患者를 對象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반드시

이 있다거나 그것이 꿈의 作 業 (Dream work)에 의하여
顯示된 꿈 (Manifested dream) 이 된다는

이나 靑少年 , 늙은이를 莫論하고 누구나 對象이 된다 .
「무엇은 안된다J 는 思考方式은 存在하지 않는다.

機械的으로 適用함으로써 오히려 꿈의 眞意를 把握하지
못하게 한다고 反對하고 있다.

融通性 있게 對處해 나갈 수 있으며

成熟時期에

알맞게

그들이 理解할 수

있는 言語를 顆使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

꿈의 意味를 理解하는데 Jung 은 두가지 方向에서 接
近한다. 하나는 꿈의 內容을 꿈을 꾸기 前의 現實的 事

要컨대 分析
경우란 客觀的

으로 存在하지 않고 다만 경우에 따라 해서

Jung 은 말

한다.

家 自身의 ᄉ格의 幅에 따라 分析對象의 幅도 달라진다 .
따라서 Jung 心理學에 대해서는 안되는

비록 그가 꿈을 꾸며 냈

다 할지라도 그것은 意味가 있는 것이라고

問

題는 그 對象에 있지 않고 分析家自身이 어느만큼 被分
析者의 서로 다른 心理學的 問題,

생각은 어딴

한가지 理論을 아직 모르는 面이 많은 꿈의 心理現象에

分析은 낮은 社會

階層이 나 높은 階層의 사람들 , 無教育者나 知性ᄉ , 어 린

어려운 경

實과의

關聯性에서 보는 立場이며 , 다른 하나는

味를 보아나가는 立場이다 .

前者의 立場에서의 解釋을

客觀段階에서의 解釋이라 하고 後者의 경우를 主觀段暗
에서의 解釋이라 한다 .

경우는 潜在性精神病같은 때이다 .

하나이다 .

이兩者는

別個의 것이 아니라

꿈의 心像의 象徵的 意味를 알기 위해서는

2. 꿈의 分析6，
9)

꿈이 無意識의 比較的 純粹한

被分析者

의 樹想을 參考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는

Jung 學派의 精神療法에 서는 첫面接때부터 꿈의 觀察
表現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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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에

나타난 諸 心像 (Image) 自體가 가지고 있는 象徵的 意

우나 조심스럽게 해야 할 경우등이 있을 뿐인데 後者의

에 注力한다 .

사람도

려도 꿈이 없다고 하는 수도 있다. 이때는 그 사람에게

두사람은 먼저 만나는 時間과 場所, 治療費等을 定하게

3回를 넘지 않는 것이 보통이고

説明하면서

꿈이 없다고 하던

사람이 面接한 結果 서로 分析이 必要하다고 同意할 때
된다。 神經症을 앓는 사람의 경우 만나는 回數는

꿈을 꾸지 않는

람 個ᄉ의 獨特한 生活體驗이 反映된다.
心像은 普遍的인 뜻을 內包하고 있다.
ᅳ

그사

다른 한편 ᅵ그
그리고

이것은

ᄉ類共通의 聯想이라 할 수 있는 説話의 世界에 의거해

活激히 導入하고 输®分析이 修練過程에서 차지하는 重

서 알아 볼 수 있다. 꿈의 心像은 한편으로는 ᅳ回的이

要性도 크다. 어 떤 對象을 보고 그리 는 것 보다는 自由

며 個ᄉ的인 特質을 , 그러나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普

롭게 무엇이나 생각나는 대로 그리도록 하는데 이런 自

遍的이고 原初的인 側面을 가지고 있다. 이와같이 꿈의

由®는 無意識의 內容올 表現하므로 꿈이나 마찬가지로

心像을 中心으로

그것올 通해서 被分析者의 心理的狀況을 理解하는데 도

이것을 다른 旣知의 事實과 連結시킴

이 없이 이 心像에 關顿되는 모든 聯想을

集合시켜 거

움이 되지만 그림을 그리는 作業自體가

被分析者의 感

기서 울어나오는 意味를 抽出해 내는 過程을 Amplifi

情機能율 활발하게 促進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創造的

cation 이라

自由聯想 (Free

作業을 刺戟한다는 利點이 있다. 自由窗의 象徵的 解釋

꿈의 分析이라 하면 마치 꿈율 파해쳐서 秘密율 캐내

게 直接 説明해주는 方法一美術療法 (Art therapy) 이라

하여 Freud 의

直線的인

Association) 과 區別되고 있다.

에 관한 修練은 徹底하게 하지 만 이 解釋율 被分析者에

는 作乘같지만 事實온 意味를 發見함으로써

意鐵과 無

는 말로 實施되는一온 쓰지 않고 그림그리는 그 自鐵나

意織의 合成율 꾀하는 作樂이다 . 꿈의 解經은 分析家가

被分析者의 感情反應에 더 關心울 表明하는 것이

單獨으로 내리는 것이기 보다는

이디.,

被分析家와의

共同作

그림율 그리는 것도 被分析者 樹ᄉ 個 A 의 無意

業울 通해서 찾아가는 作藥이 다. 聯想의 수집과 解釋試

識의 要請에 따라 實施케 하므로

爾와 이에 對한 被分析者의 異論等이

方法을 쓰는 것은 아니다.

가운데 두사람이 하나의 了解黏에

充分히 提起되는

到達했율 때 그때까

被分析者의 꿈에 못지 않게

Jung 學派에 서는

이 밖에

누구에게나 한결같은

能動的

幻想 作

imagiraation) 울 實施하는 경우가 있다.

지의 모든 對話 , 感淸疏通이 바로 꿈의 解釋이다.
分析家自身의 꿈이 治療

보통

業

(Active

이것은 無意識

에서 나온 회 미한 어면 心像의 內容이 重要하다고 생각

에 臨하는 自己의 姿勢를 檢討하는데 좋은 길잡이가 됨

할 경우에 그 實體를 더욱 잘 把握하기 위하여

은 말할것도 없다.

는 方法으로 被分析者로 하여금 그 無意識의 心像에 계

꿈에 관해서 詳論하는 것은 이 論 졌 의 ，
目的도 이-니고

實施하

속적으로 注意를 集中하게 함으로써 그 心像이 무슨 目

紙面의 制約으로 不可能하거니와 꿈은 連 k 性울 가지고

的意味틀 內包하고 있는 것인가를 알아내는 것이 다.

있으므로 問題解決이 어느程度로 되었는가를 알기 위해

떻게 보면 이것은 自我가 能動的으로

서는 一連의 꿈을 함께 比較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됨을

外界로 끌어내어 ᅳ種의 ᄉ爲的 解離狀態를 惹起시키는

附記하고자 한다 . 따라서 被分析者에게는

꿈올 일일히

것이므로 노상 危險性이 없는 것만은 . 아니다. 그림그리

記錄해서 가져오도록 하고 나중에

그것을 全部 훌어보

는 것이 좋다 . 또한 教育分析으로

自己의 꿈을 解釋받

지 f 1한 사람이면 꿈에 對한 지나친
안하는 것이 좋다.

解釋이 나

己의 꿈에 對한 偏見에 治療者가

¥• 治療過程에 提起되 fe 여러 問邏

説明은

患者自身의 自

말려들어가든가 해서

無意識의 內容을 잘 못 보게되기 때문이 다.

排除하고나서

Jung 은 '누 차 警吿하고 있고 實際로
꿈도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1. Pwsnma 의 間题
治療初期에 부닥치는 課題는 대게 集B 猜神에 지나치
게 同一化하고 있는 患者의 自我의 役割올 이것과 區別

修練받은 分析家조차도 決코 自慢에 사로잡히지 말고
先入觀念을

는 作業이 이런 目的을 實現하는데 動員되기도 한다 .

왜냐하면 그렇게 될때 治療者가 自

己의 先入見을 꿈의 解釋에 投入하든지

一切의

無意識의 內容을

꿈을 들여다보도록
理解하기

어려운

다만 教育分析의 經驗

이 없을 때도 꿈에 對한 聯想수집올 하는 것은

無妨할

하는 일이다.

男便과 子息과 父母의 期待에 맞추는것 뿐 ' 아니라 그둘
自身으로서의
여 야 한다 .

癒機能을 促進시키는 수도 있기 때문이다 •

3) 其他 技法 12’ 14>15) 173

히스테리아

患者에서와 같이 그들의 役割이 母性으로서 夫ᄉ으로서

지 않는 뜻밖의 重要한 經驗이 聯想수집 過程에서 나오
無意識的 治

마치 自己의

社會集團의 自己에 對한 期待를 덮어

놓고 充足시켜야 하는 것으로 믿는 數많은

것이고 有益한 일이다. 왜냐하면 보통 對話에서는 나오
는 수가 있고 꿈에 關心을 가지는 自體도

社會規範 , 傳統的價値觀이

것처럼 信奉하며

삶을 發見하는데 있다는 것을 깨 닫게 하

그런데 이러한 要請을 患者들은

往往 自己中心主義,

또는 個ᄉ至上主義 (Individualism) 룰 實現하고 ' 社會集
團의 要求를 無條件 反對하라는 말처럼 誤解하고

그런

方向으로 나가거나 그렇게 안하기 위해서 因襄的인 틀에

Jung 學派에 서는 特히 그림 그리는 作業올 精神療法에

서 한발자육도 밖에 못나오게 된다 . 個體化 (Indivi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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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ion) 가 S 集團的獨善主義로 그렇게.쉽게 成就될수 있

그렇다고 해서 轉移現象을

다면

구태어 복잡한 꿈의 수수게끼를 플려고 머 리를 싸

하여 理解하거나 説明될 수는 없다고 본다.

患者의 性的인 愁求와 關聯

매고

공부할

언제나 이 런 幻想의 뿌리 에는 Conjunctio oppositorum

必要도 없을 것이다.

므든 사람이 그 自身이 되었을 때 그 社會는 가장 健

(對極의 合一)이 라는

個體化에 \志 向 이

숨어 있는 것

全한 ᄉ間關係를 維持하게 될 것 이 라고 Jung 은 본다.

이 다. 同時에 한 ᄉ間이 다른 ᄉ間과 親密해지고저 하는

勿論 本然의 그 自身이 되는 것을 特히

原初的인 親族本能 (Verwandtschafts-Libido, Kinship

妨害하는 集團

도 있다 . 그럴때는 必然的으로 Persona 와의
止揚되었올때

個體化 (Individuation) 에의

同ᅳ化가
內的希求는

libido)이 作用하고 있다.

그러므로 轉移의 解決은 愼

重히 實施하여야 할 것이며

轉移現象自體에 對한 理論

이를 抑®하 려 는 .外部集團의 壓力과 더욱 심하게 부디

的 解釋 (Transference analysis) 이 나

患者와의 關係의

치게 되어 自然히 葛藤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無慈悲한 斷絕等은 안하는 것이 좋고

轉移로 말미암은

그러나

이 러한 葛藤은 神經症의 症勢에 매어달려 괴로워하는데

어려움을 견디면서

比해서 훨신 意味있는 葛藤이며

自己 自身의 無意識의 推移를 注視하고

精神治療者는

多數의

무엇보다도

患者나 分析家나 各己
그것이 提示하

盲目 的인 ᄉ間속에 서 그래도 무엇 인가를 깨 달은 患者의

는 方向에 좇아서 自己의 態度를 決定하는 것이 主要하

成長을 保護하고 辯護해 주어야 할 것이다.

다고 생각되고 있다.

Persona는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인가 ?

버리는 것이

S- 治療終結의 問題 18，19>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方便이지 生의 目的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할 뿐이다.

小兒期에서 靑少年期에 이르기

까지 는 오히 려 Persona 는 키워 주어 야 한다 .

自我 意識

어면 때 治療를 終結하며 어떤 때 中斷이라 規定하는
가 하는 問題인데 이것도 ᅳ定한 規則이 있는게 아니라

의 發達이 우선 充分히 進行되도록 도와주어야 하고 그

個ᄉ에 따라 다르다.

러자면 無意識에 抑壓되 는 것 이 增加되 어 意識ᅳ無意識

要請에 의하여 決定되는 것이다. 同時에 分析家의 無意

間의 緊張이 强해지고 善과 惡，正과 不正等의

識도 그러한 決定에 큰 役割을 한다 . 患者가 治療를 하

지 나치게 劃然이 分割되는 것도

對極이

하나의 過程으로 받아

그만두고 싶다하는 생각과 分析家가 이제 그

重要한데

結의 基準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생각이 患者

意識의 分化가 더 많이 要

의 治療者에 對한 肯定的 또는 否定的 轉移의 結果이 거

老年期患者에게서 無意識的인 것의 消化가

請되기 때문에 治療樣相이 個ᄉ에 따라 다튼것은

勿論

나 治療에 對한 抵抗 , 또는 分析家의 患者에 대한 無意
識的 拒杏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이지만 成長期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다.

-I

無意識의

만하면 되겠다고 하는 意識된 생각은 흔히 바른 治療終

드려야 하는■때가 있다.

比해서 靑少年期患者에서는

고 싶다,

다시 말해서 그 個ᄉ의

그러길래 Jung

은 自己 自身의 꿈을 늘 觀察하고 特히 그것을

..

합
2. 轉移 (iibertragimg, TraKsfereitce)7>6116)
轉移現象은 Jung 學派에 서도 治療過程에 서 重要한 過

患者에

對한 自己의 잘못된 態度를 是正하는 거울로 삼았다•
個體化 (Individuation) 를 志向하는 Jung 學派의 精神
要하는 것이 보통이다•

程이라고 생각되고 있다. 이것이 治療過程에서 꼭 일어

療法은 대개 長期間을

나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單한 時間에 모든 것을 깨 닫는 사람도

이것이 일어났

을때 잘 解決해 야 治療에 도움을 준다고 생 각하고 있다.

Freud 學派에 서는 轉移되는 것 이 患者의
父母나 이에 準하는 重要한 사람들에게

過去史에 서

느꼈던 感情이

라고 브지 단 Jung 學g 에 서는 한걸음 더 나가서 그러 한
感情의 밑바닥에는 具體的인 ᄉ物과의 關係에 서 形成되

있다 .

그러나

그러므로 한 時間, 한 時間이 모두 重要한 治療

時間이며 個個의 時間에 새로아 治療가 始作되고
終結하는 것이라 보아도

無妨하다.

또한

한時間 하는 것은

分析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治療者를 바꾸는 問題도 마찬가지다•

患者의 無意識

는 感淸뿐 아니 라 그러한 對象없이도 ᄉ間의 마음속에
先驗的으로 存在하는 父像 (Vater Imago) 또는 母像

에 他治療者에 對한 좋은 關係가 提示되고 그것이 그사

(Mutter Imago), 또는 Anima, Animus 原型들이 지니

그를 다른 分析家에 가도록 許容해 야 할 것미 다.

고 있는 感淸的價値가 內包되어 있다고 본다. 轉移現象

아니면

이 탄 個ᄉ的인 特殊한 現象일 뿐만 까니하 普遍的인 그

發露인 경우가 많다•

리고 ᄉ間으로서 原初的인 現象이다. 그런 點에서 혼히

라도 勿論 分析家가 患者와 더불어 왜 떠나는가에 對한

原型的轉移 (Archetypal transference) 로서

討論도 하고 그原因이 혹시 自己에게 있지 않은가 反省

나타난다.

轉移現象은 곧잘 性的인 结合이 라는 幻想을 隨 f半하지만

람의 個體化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면 分析家는
내가

안된다는 생각은 無意識的인 權力愁, 支配愁의
무턱대고 患者가 自己를 떠날 때

도 하지만 꼭 强현로 붙잡아 두려고 하지는 않는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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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는 뒤늦게 깨닫는 사람도 있고 患者의

의 樣 式 (Style) 으로 患者를 治療하고 있다.

他治療者와

의 經驗이 비록 患者가 治療者를 떠 났다하더라도

이러

한 깨 달음에 도움을 주는 수도 있기 때문이 다.

들은 ᄉ間의 無意識에 對한 認識과 그 無意議의 創造的
機能에 對한 尊重이라는
度를 堅持하고 있다.

4. 宗敎的態度의 問題 13J

그러나 그

點에서 하나의 共通된 基本態

이러한 基本對度에 關한 限 Jung

學派는 이것을 共有하는 다른 여 러 學派들과

ᄉ間理解

Jung 은 宗教的 態度를 ᄉ間의 根源的인 態度로 看做

에 있어서 呼吸을 같이 한다 . 中國의 道教哲學 , 揮佛教

하고 있다. ᄉ類의 各種宗教나 그 도그마 (Dogma), 儀

에서의 修行이 精神療法과 比較될 수 있는 餘地가 여기

式같은 것이 어느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것도

아니고

에 있다. 事實, Jung 의 分析心理學의 立場에서는 學派

어느 한사람의 머리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ᄉ類의

(School) 라 하는 것은 하나의 Persona에 不過하다 . 分

無意識의 所產이라고 본다. 그것은 本能的次元에까지 뿌

析心理學의 立場에 서 브면 眞正한 Jung 學派의

리박고 있다 .

란 「
Jung 學疲」라는 Persona 조차도 超越한 사람이 어 야

그래 서 宗教的 本能이 라는 말까지 쓴다.

Jung 은 自己가 오래동안 보아온 患者가운데는 數 많은

한다 . 그러 므로

푸로티1스탄트 ,

는 것 조차'存在하지 않으며 그 自身이 赏施하는

유태教ᄉ s 가톨릭信徒둘이 .있었는데 中.

分析家

그에 게는 l"Jung 學派의 精神療法」이라
오직

하나의 精神療法이 있올 뿐이 다.

年以上의 모든 노이 로제患者中에 서 決定的인 問題가 宗
教的 態度에 있지 않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었고 宗教的

理論이란 언제나 버릴 수 있는 하나의 假説이며 단지

態 度를 回復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낫지 않았다고 述

생각하기 위한 器具이 다.

懷하고 있다. 살아 있는 宗教를 잃은 까닭에 그들은 앓

驗은 끊임없는 反省을 隨 f半하는 하나의 同化過程 (Assi

고있다 . 宗教的인 生活의 沒落이 크면 콜수록 노이로제

milation process) 이 라고 Jung 은 强調하고 있 다. 그러

(Neurose) 는 늘어가며 사람들은 마옴의 平衡을 잃는다

므로 無意識의

고도 했ᅵ다.

understanding) 한다는 것은 無益할 뿐 아니라 有害하

勿論 Jung 이 말하는

宗教的 態度탄

반드시 各宗派

(Konfession) 에서 要求하는 道德律과' 同ᅳ，
한 것은 아니
다. 그것은 간단히 맡해서 神聖한 未知의 어떤 것에 對

重要한 것은 體驗이 며 이 體

意味를 知的으로만 理解 (Intellectual

며 感情的同化 (Emotional assimilation) 가

반드시

이

루어 져야 한다.
無意識이 란 眞實로 無意識이 다 라고 Jung 은 말한다,

하여 謙虛하고 誠實한 觀照를 해나가는 態度이 다. 道德

分析家가

律이 란 두가지의 侧面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集團的인

알 수도 없다. .우리는 無意識이라는 아직 그 깊이를 헤

■約束으로서의 道德規範이며
대 文化的인

이것은 集團의 特注ᅳ例컨

特性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各 個 ^의 內奥에. 存在하는 原初的 良 心 (Urgewissen) 이
라는 ^것이다.

集團的인 特性으로서의 道德規範은 一種

의 Persona 이며

이 것도 우리가 보통 良心이 라고 부르

는 것의 ᅳ部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原
初的 良心은 世俗的인 善惡槪念을

超越하며 이 兩極을

하나로 綜合할 수 있는 것이다 . 이것을 살리는 것이 精
神療法의 課題가 된다 .

無意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도

아릴 수 없는

深源을 겨우 推測해 볼 수 있을 뿐이다.

分析家는 그러므로 被分析者를
갈 수 있는가를

그가 어떻게 그의 길을

도와주는 사람일 뿐 그들 目標까지 손

수 데려다 주는 사람은 아니다.
析家도

아니고

難關이 부닥칠때는 分

被分析者와 함께 苦痛을 나누지 않을 수 없다.

分析家는

단지 그 苦痛을 잘 견딜 수 있는 사람일 뿐

이다.
여기에 적은 글이 試驗工夫를 위한 讀者의
룰 刺戟하는데

그■치지 않고 마음의

知的興味

姿勢를 反省할 수

있는 契機가 多少라도 되어줄 수 있으면 多幸이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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