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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슈탈트치료와 한국인의 정체성
- 동학사상을 중심으로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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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게슈탈트치료의 한국적 수용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먼저 한국인의 민
족정체성을 탐구하였으며, 그것을 동학사상과 동학운동을 통해 찾을 수 있었다. 다음으로 동
학사상과 게슈탈트치료를 인간 및 세계관, 심리장애 및 치료에 대한 입장, 그리고 정치 및 사
회참여의 차원에서 각각 서로 비교분석하였다. 두 사상은 모두 인간과 환경의 연결성을 중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였지만, 게슈탈트치료가 주로 인간관계의 미시적 과정에 초점을
맞춰온데 반해, 동학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환경, 인간과 신의 관계에 대해 통전적인 관
심을 기울이고 실천했음을 밝혔다. 한국에서의 게슈탈트치료 수용은 동학프로세스에서 나타
났던 것처럼 수행의 전통을 살리고, 공동체를 중심으로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며, 정치사회운
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이 모든 과정이 하나의 통전적 프로세스로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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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냥 쉽게
단념해버리기에는 이는 너무나 중요한 과제

한국에 게슈탈트치료가 들어온 지 거의 30

였다.

년이 되어 가는 이 시점에 이 치료기법이 과

저자는 이 문제에 대한 선배학자들의 연구

연 우리 한국인들에게 맞을지 여부를 논의한

물들을 찾는 과정에서 우연히도 큰 산을 하나

다는 것은 다소 때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만나는 행운을 얻었는데, 몇 년 전에 작고한

하지만 지금에라도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

저명한 사회철학자 신일철 교수가 그 분이다.

로 이 질문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보는

그 분의 평생의 관심사가 바로 한국인의 정체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것은 저

성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유년기에 상해에서

자의 다른 논문에서 밝혔듯이 자기문화에 대

일제강점기 독립지사였던 부친의 영향을 받으

한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며 자랐고, 청소년기는 부친을 여읜 상태에서

사회나 문화권으로부터 특정 사상이나 가치

공산치하의 북한에서 외롭게 보냈으며, 이후

체계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경우 자칫 여

6.25전쟁 기간 남한으로 피난을 와서 혼란스

러 가지 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김정

런 사회상황에서 자기정체성을 찾기 위해 고

규, 2015).

군분투하며 성인기와 노년기를 보냈었다. 이

게슈탈트치료는 동양사상 특히 도가사상의

러한 그의 독특한 개인사는 항상 주변인으로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만들어진 치료이론이기

서 살아야만 했던 자기 삶이 극심한 사회적

는 하지만, 여전히 서양인들에 의해 [그들의

혼란과 갈등을 겪었던 우리 민족사와 너무나

사상적, 문화적 배경을 토대로] 만들어졌고,

일치했기에 그는 자기 정체성을 찾는 일과 민

그들 사회문화에 맞게 변형되고 발전되어 온

족정체성을 찾는 일을 같은 일로 생각했던 것

서양의 치료법이다. 그러한 게슈탈트치료를

같다.

우리나라에 들여와서 사용하고자 할 때, 이를

그의 부친의 관심사가 나라를 일제로부터

우리 사회의 역사적, 사상적, 문화적 배경을

해방시키는 것이었다면, 그의 그것은 자기 삶

토대로 ‘치아공격성’(Perls et al., 1951)을 사용

의 뿌리인 한국인의 정신적, 사상적 정체성을

하여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되찾는 데 있었다. 그는 후일 자신의 청년기

여태 이러한 노력을 게을리 한 데 대해 개인

를 돌아보며 민족정체성 없이 30년을 광야에

적으로 책임을 통감한다.

서 방황했으며, 그것은 혼란과 암흑 같은 삶

저자는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인의 정체성을

이었었다고 회고했다. 일제 강점기 동안 우리

어디에서 찾을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불교, 유

역사는 단절되었으며, 홍수처럼 밀려오는 외

교, 도가사상 등을 살펴보며 많은 노력을 해

세문명의 도도한 흐름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된

봤으나 어떤 쓸 만한 단서를 찾는 일조차 여

채 민족정체성은 아무 저항도 못 하고 힘없이

간 어렵지가 않았다. 마치 넓은 바다에 빠뜨

떠내려가고 있었다.

린 바늘 한 개를 찾는 일처럼 막막한 심정이

그는 자신보다 한 걸음 앞서 이러한 문제와

었다. 우리 민족의 오랜 역사와 방대한 정신

씨름하고 싸웠던 신채호, 박은식 같은 역사학

적 문화적 유산을 생각할 때, 어쩌면 그것은

자들의 발자취를 더듬으며 민족정체성을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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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란이 일어나고 있었다. 새로운 무언가가 나

환으로 그는 고려대학교 철학과 강사시절인

타나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아래로부터, 안으

1958년 한국철학계의 원로였던 박종홍, 이상은

로부터 환골탈태하는 정신적, 사회적, 문화적

교수 등을 모시고 한국사상연구회를 설립하였

혁명이 요구되고 있었다. 이러한 시점에 나타

고, 1960년에는 약관 29세로 당시 지성계의 가

난 것이 바로 동학사상이었다. 동학사상은 수

장 영향력 있는 월간 교양지였던 ‘사상계’의

심경천과 보국안민의 도를 표방하면서 봉건신

편집국장을 맡아서 한국철학의 개척자 역할을

분제를 타파하고 민중이 중심이 된 이상사회

수행했다. 이 시기 동안 그의 주된 관심은 동

를 건설하는 목표를 내걸었다.

학사상에 집중되었다.

동학사상의 핵심에는 시천주(侍天主) 즉, 신

그는 한국 근대의 시작을 동학으로 보았고,

분의 귀천이나 재산의 유무, 남녀노소의 차별

“동학은 민족의 영혼이며, 행동하는 민족의

없이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신령한 하늘님이

역사창조”라고 역설하였다(김용휘, 2016). 그

계신다는 믿음이 있었다. 이를 온전히 믿기만

가 설립한 한국사상연구회를 중심으로 동학

하면 누구나 현자[군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연구가 매우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당시 한

조선의 민중들은 열광했다. 조정의 극심한 핍

국사상연구회지 “한국사상”에 게재된 논문의

박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교조의 처형소식에

70~80%가 동학사상일 정도로 한국철학은

도 불구하고 동학은 요원의 불길처럼 나라 구

동학중심이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한

석구석으로 퍼져나갔으며, 30여년 만에 마침

국철학 연구가 다시 유학 중심으로 바뀌어버

내 수백 만 명이 들고 일어난 민중혁명으로까

린 것과 비교하면 실로 안타까운 일이라 느

지 폭발하였다(오문환, 2003; 박맹수, 2014).

껴진다.

신일철이 동학에서 우리 민족정체성을 발견

신일철이 무엇보다 동학을 한국인의 민족정

했다고 했던 이유는 동학사상과 동학혁명을

체성으로 자리매김했던 이유는 동학사상이 출

통해서 한국인의 민족의식이 최초로 싹텄다고

현하게 된 정치적, 사회적, 역사적 배경을 통

보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 1860년에 수운 최

학자들 간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예컨대,

제우가 동학사상을 창도할 당시의 조선의 정

고려 충렬왕 때 원나라의 침략에 저항하면서

치사회적 현실은 참으로 암울한 상황이었다.

처음으로 민족의식이 태동했다는 의견이 있는

삼정문란으로 대표되는 관료들의 부패, 서민

가 하면, 일연의 삼국유사를 시초로 보는 이

들의 극심한 경제적 궁핍과 고통, 반상과 적

도 있으며, 신라의 원효, 고려의 의천, 팔만대

서의 신분차별, 왜와 서양세력의 침입과 더불

장경, 왕건의 훈요십조,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어 중화문명의 몰락, 주자학적 질서의 붕괴

퇴계의 경 사상, 정약용을 비롯한 조선후기의

등으로 인해 조선사회는 이미 안팎으로 동시

성리학자들이 내놓은 실학사상을 드는 사람들

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정체성을 상실하고

도 있다.

극심한 혼란에 빠져 들었었다.

하지만 신일철은 근대적 의미의 민족정체성

조선의 민중들은 갈 곳을 잃고 혼란과 방황

형성은 중화중심세계에서 온전히 벗어나 한민

을 거듭하고 있었으며, 여기저기서 끊임없이

족 자신을 사상적 주체로 설정했다는 의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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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동학이 최초였다고 판단했다. 또한 동학

‘추상적 개념’ 차원으로 전락시키고 말기 때문

이전까지는 이러한 문제들은 오로지 지식인들

이다.

의 관심영역이었지 일반 평민이나 하층민들이

이런 접근의 전형적인 예는 일본 관학자들

그 민족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이 우리 민족정체성을 ‘반도적 주변성’이라는

않았다는 것이다. 동학은 대외적으로 우리 민

개념으로 규정하려 했던 시도에서 찾아볼 수

족 주체의식이 발현되었고, 대내적으로는 민

있다. 이러한 견해는 미시나 쇼에이(三品彰英)

중이 주체가 되어 사상적, 사회적 운동의 구

가 쓴

심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한국인의 민족정체성

명되었었는데, 그는 한국이 반도라는 지리적

이 온전히 그 모습을 드러내어 발현된 민족사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사는 동양사의

적 거대사건이라는 것이다(김용휘, 2016).

중심이 아니라 주변 세력이 되며, 정치적 문

《조선사개설 朝鮮史槪說》에서 처음 표
․

화적으로 항상 외부세력 항쟁에 시달리고, 때
로는 다른 세력에 의해 지배될 수밖에 없다고

정체성 개념의 정의

주장하였다.

․ ․

이는 한국인의 정치 사회 문화행동에도
한국인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더 세부적인

영향을 끼쳐 ‘사대주의’가 한국사 전개의 기본

논의에 앞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원리였으며, 이러한 사대주의로 인해 한국의

있다. 한국인의 정체성은 무엇 무엇이라고 말

사회와 문화 전체가 중국을 모방한 것에 불과

할 때, 그 무엇이 어떤 ‘내용(content)’적인 것인

하며, 나아가 사대주의적 성격이 한국인의 의

지 아니면 ‘과정(process)’적인 것인지에 대한 부

식구조 행동양식 등 일상의 모든 것을 규정

분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자가 규명하고

하여 민족성으로까지 발전했다고 주장했다(위

자 하는 정체성은 내용적인 것이 아니라 과정

키백과, 2016).

․

적인 것이다. 내용적인 것의 의미는 어떤 정

이러한 일본관학자들의 시도에 대응하여 우

해진 ‘고정된 형태(fixed gestalt)’를 갖는 정태적

리나라 재야사학자들이 내놓은 ‘대륙사관’은

상태나 본질을 지칭한다. 즉, 마치 우리 한국

일본관학자들의 반도사관이 우리 역사를 한반

인의 정체성은 어떠어떠한 것이라는 식의 정

도에 한정지으려는 왜곡된 시각이라고 비판하

의를 내리고서, 그것을 우리 민족의 변치 않

면서 한민족의 역사는 대륙에서도 이루어졌음

는 본질 혹은 실체인 것처럼 정의내리는 일

을 부각시킨다. 국사학계에서는 이러한 시도

이다.

는 그 논점의 근거가 되는 ‘반도사관’을 본질

이러한 접근은 그 내용이 긍정적인 것이든

적으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식민

부정적인 것이든 상관없이 심각한 인식론적,

사학을 확대재생산할 우려가 있으므로 받아들

형이상학적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왜냐

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이기백, 1987).

하면 한 개인의 정체성이든 한 민족의 정체성

저자는 후자의 견해를 일단 수용하면서도

이든 그것을 마치 하나의 고정된 실체인 것처

그 또한 ‘내용적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

럼 간주하는 태도는 실체론적 사고로서, 살아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즉, 일본관학자

움직이며 매순간 변화하는 생명체를 하나의

들이 우리 민족성을 ‘지형학적 원인론’이라는

- 4 -

김정규 / 게슈탈트치료와 한국인의 정체성-동학사상을 중심으로입장에서 규정하려는 시도 자체가 ‘환경 결정

객관적 사료 즉, 문헌연구를 중시했다. 여기서

론’ 관점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낡은 이론

그가 말하는 ‘객관적’ 사실이란 문헌자료의 비

적 틀에 불과하며, 따라서 그 프레임 자체를

교와 대조, 분석을 통한 결과물을 말하는 것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에 적극 동의

인데, 실제 자료의 선별과정에서 역사가의 주

한다. 하지만 그 대안은 무엇일까? 지형학적

관적 판단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

원인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역사, 문화, 예술,

서 그 결과물들은 결코 객관적일 수 없다. 실

종교, 사상, 기질 등 여러 다른 측면들을 새로

제로 그들은 근대철학을 토대로 군주나 지배

운 프레임으로 정하여 연구할 수 있지 않을

층의 시각에서 역사를 파악하고 해석했다. 일

까?

본의 식민사관은 바로 이러한 실증사관에 입

저자는 그러한 시도 역시 궁극적으로 잘못

각한 것이었다. 한국의 역사학계는 안타깝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새로운

도 여전히 이러한 일본의 식민사관을 그대로

프레임의 내용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여전

답습하는 경향이 있다.

히 그런 시도 또한 ‘내용적(content)’ 규정에 불

과정적 접근의 대표적 학자는 E. H. Carr를

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한 개인이나 민족

들 수 있다. 그는 객관적 ‘사실(fact)’이란 존재

전체를 ‘어떠어떠한 민족성’이라는 ‘실체’ 개

하지 않으며, 역사학자 개인의 편견이나 ‘의제

념의 틀에 가두어버림으로써, 그들을 매순간

(agenda)’에 따라 임의로 선택될 수 있다고 말

살아 움직이며 변화 성장하는 생명체로서가

함으로써 내용적 접근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아니라, 공허한 추상적 관념, 혹은 죽은 ‘대

그는 역사란 “과거와 현재 사이의 끊임없

상(object)’으로 변질시켜버리고 말 것이기 때

는 대화(an unending dialogue between the past

문이다.

and present)”라고 말함으로써 역사가와 사실 사

한국인의 정체성을 규정함에 있어 저자는

이의 대화에 의해 부단히 재규명될 수밖에 없

‘과정적(process)’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

는 과정으로 보았다(Carr, 1961). 하지만 그는

다. 여기서 ‘과정적’이라 함은 한 개인이나 민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실과 역사가의 변화하

족 정체성을 규명함에 있어서 어떤 고정된

는 ‘해석과정’에 초점을 두었을 뿐, 살아있는

‘실체(substance)’를 가정하지 않고, 매순간 변화

생명체로서 역사주체의 역동성은 인정하지 않

하는, 나타나고 사라지는 ‘현상(phenomena)’의

았다. 즉, 그는 역사를 궁극적으로는 인과론

차원에서 그 변화과정을 파악하고, 이해하려

적으로 파악했으며, 역사주체들의 자유로운

는 자세를 의미한다. 이는 관념적, 논리적으로

행동선택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접근하는 ‘내용적 접근’과 대비되는 태도로서,

토인비는 그와 반대로 역사주체의 행동선택

실재하는 존재현상들의 변화과정을 나타나고

을 중시했으며, 한 문명이 살아남느냐 멸망하

사라지는 그대로 기술하고 이해하려는 입장이

느냐의 문제는 도전에 대한 응전의 결과로 보

다.

았다. 즉, 한 문명의 탄생과 소멸은 혹독한 자

역사철학의 이론가들 중 내용적 접근의 대

연 환경이나 사회적 상황의 도전에 대해 ‘창

표적 학자로는 L. Ranke의 실증사학을 들 수

조적 소수’가 그가 속한 사회를 재조직하는

있을 것이다. 그는 역사연구에서 실제 증거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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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했다. 그는 한 문명의 성장이나 쇠락을 항

학 및 우리 민족성에 대한 규명 또한 신일철

상 ‘정신적 과정(spiritual process)’으로 보았으며,

의 입장과 상통한다. 그는 한국철학의 근본정

문명의 성장은 생물학적 강인성이나 호의적인

신을 ‘광원(光源)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라는

지리적 환경의 산물이라기보다는 극심한 어려

깨달음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정신은 한국불

움에 처해 유래 없는 노력을 통한 성공적 응

교와 한국유교의 특징이기도 하며, 마침내 동

전의 결과라고 했다(Toynbee, 1987).

학의 인내천 사상으로 절정화되었다고 말했다.
서양정신은 광원을 인간 너머의 신이나 선의
이데아, 또는 존재자체로 간주한다. 즉, 빛이

한국인의 정체성으로서 동학사상

나 너머에서 나를 향해 다가오는 것으로 여긴
다. 동서양 철학이 공히 인간 내면을 향하지

저자가 한국인의 정체성으로서 동학사상을

만, 실존철학은 내면에서 다시 인간을 넘어서

언급하는 것은 내용적 규정으로서가 아니라,

는 타자를 발견함으로써 인간 유한성의 확인

과정적 규명을 위한 언표(statement)이다. 즉,

으로 끝난다. 반면에 한국철학은 내면에서 중

동학사상이 담고 있는 종교적 혹은 정신적 내

생이 곧 부처이고, 인심이 곧 도심이며, 사람

용을 한국인의 정체성이라고 말하려는 것이

이 곧 하늘님임을 깨닫는다(강학순, 2016).

아니라, 조선말 외세의 침략과 내부질서의 붕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철학적

괴라는 극심한 역사적 사회적 위기에 처했던

사유의 프로세스에서 한국인의 전형적인 내적

한국인들이 동학사상[그리고 동학혁명]으로 응

과정은 외부환경이나 절대자에게서 궁극적 해

전했던 ‘과정(process)’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민

결책이나 방향성을 찾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에

족성의 중요한 일면을 규명하려는 의도에서다.

서 해답과 추동력을 발견해내는 독특한 반응

신일철이 동학을 한민족의 민족정체성으로

양식이라는 점이다. 동학은 정신적, 사회적,

규정하려했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였다(신일철,

정치적, 영성적 측면을 모두 포괄하는 ‘통전적

1959, 1980, 1995, 2000, 2003). 화이트헤드의

인(holistic)’ 혁명이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국가

과정철학을 전공했고, 역사 및 사회철학에 대

적 위기를 맞아 우리 민족의 고유한 행동양식

한 폭넓은 식견을 가졌던 그의 학문적 배경을

이 총체적으로 표출되었던 사태였다는 점에서

살펴보면 그의 의도는 상당히 분명하다. 그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엿볼 수 있는 매우 귀

“동학은 민족의 영혼이며, 행동하는 민족의

중한 자료를 제공해준다고 하겠다.

역사창조”라고 언명했는데, 그러한 정의는 국

저자가 동학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관련

난을 당한 상황에서 발휘된 한민족의 창조적

하여 다른 사상이나 사건들보다 우선적으로

인 ‘응전 과정(response process)’에 대한 언표였

주목하는 이유는 동학이 우리 역사상 가장 최

던 것이다. 그의 이러한 결론은 일본관학자들

근에 나타났으며, 또한 규모나 범위, 기간, 내

이 우리 민족성에 대해 ‘사대주의적’ ‘타율적’,

용 등에서 우리 역사상 가장 위태로운 상황을

‘숙명론적’ 등으로 규정한 것과는 정반대의 지

맞았지만, 민족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창의적

점에 도달한 것이었다.

으로 응전한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동

작고한 한국철학의 원로인 박종홍의 한국철

학사상과 혁명과정에서 나타난 한민족의 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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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Perls et al., 1951).

우리 사회가 조선말의 상황에 비견할 정도로

동학의 인간관도 게슈탈트치료의 그것과 거

정신적, 사회적으로 극심한 정체성의 혼란을

의 비슷하다. 동학에서는 우주를 하나의 가족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게슈탈트치료라는 외래문

관계 또는 하나의 거대한 나무로 묘사하면서

화를 수용함에 있어 창의적으로 대응할 수 있

우주 만물이 서로 다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

으리라 기대한다.

통한다고 말한다. 동학의 관점에서 궁극적으
로 우주는 하늘님의 신령한 기운인 지기(至氣)
에 의해 태어난 작은 생명체들의 모임이며,

동학사상과 게슈탈트치료의 비교

이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큰
생명체를 형성하고 있다. 인간은 다른 생명체

동학사상과 게슈탈트치료이론은 비록 그 출
현에 있어 역사적 배경과 목적이 전혀 달랐지

들과 더불어 그 우주적 큰 생명체를 이루는
한 부분이다.

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놀라울 정도로 서로

이처럼 두 사상은 큰 틀에서는 거의 유사한

유사점이 많다. 그것은 아마도 게슈탈트치료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

가 동양사상의 영향을 받으며 태어난 배경과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 즉, 게슈탈트치료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과학적 사고와 관찰을 근거로 인간 유기체에

보면 두 사상 간에는 무시할 수 없는 차이점

대한 이론을 세운 다음, 이를 장이론을 토대

들도 있다. 저자는 두 사상의 공통점과 차이

로 점차 사회적, 자연환경에까지 확장시킨 것

점을 주제별로 분석한 다음, 이를 참고하여

으로서 다분히 이론적이고, 추상적이며, 원론

게슈탈트치료를 우리 문화에 수용함에 있어

적 성격이 짙다. 반면에 동학사상은 수운 최

‘동학적 프로세스’를 한국인의 정체성의 기반

제우의 하늘님과의 만남 체험에 근거한 깨달

으로 삼아 새롭고 창발적인 대응전략을 모색

음의 차원으로서 직관적이며 계시적인 성격을

하고자 한다.

띠고 있다. 이는 해월 최시형, 의암 손병희 등
에 의해 체험적으로 재확인되었고, 신앙공동

인간 및 세계관

체에서 종교적 믿음으로 전승되었다.
유기체 인간관에 대한 믿음의 강도, 그리고

Goldstein, Lewin, Horney, Reich 등의 영향을

믿음의 세부적 내용들에 있어서도 두 사상은

받은 게슈탈트치료의 인간관은 유기체 이론에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게슈탈트치료에서 유

입각해있다. 즉, 모든 개체는 자신을 둘러싸고

기체관은 이론상으로는 인간 외의 대상에도

있는 신체적, 물리적, 심리적, 사회적, 자연환

적용되어야 하지만, 치료 실제에 있어서는 주

경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것들

로 인간에 대해서만, 그것도 내담자의 심리장

과 따로 분리할 수 없는 유기적 존재라고 본

애를 중심으로 한정되어 논의되는 경향이 있

다. 이들은 상호의존 관계에 있으며 서로 끊

다. 즉, 우리를 둘러싼 사회적, 자연적 환경에

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으며, 어느 한 부분에서

대한 게슈탈트치료자들의 관심은 대체로 미미

라도 단절이 생기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믿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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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비해 동학사상의 주변 환경에 대한 관

도 있게 제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심은 월등히 높다. 동학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다. 오히려 세계는

다 “내면에 하늘님을 모시고 있으므로(侍天

나날이 더욱 물질중심으로 변화해가고 있으

主)”, 서로 지극히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며, 인간의 비인간화, 인간과 자연의 소외, 그

(敬人) 한다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로 이제 지구는 점점

식물, 심지어는 햇빛과 바람, 물, 흙까지 모두

더 이상 인간이 살 수 없는 행성이 되어 가

하늘님을 모시고 있으므로 성스럽게 대할(敬

고 있다.

物) 것을 가르친다. 해월 최시형은 천지를 부

동학사상은 156년 전에 이미 이러한 일이

모와 같이 여기고, 항상 그 은혜를 잊지 말아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강력히 경고했었다. 사

야 한다고 했다. 이처럼 동학사상은 유기체관

람과 사람이 어떻게 서로 대해야 하며, 사람

을 인간 외에 생물, 무생물까지 포함하는 전

이 자연과 어떻게 더불어 살아야 하며, 사람

우주차원으로 확장했을 뿐 아니라, 이런 믿음

이 하늘님을 어떻게 모시고 살아야만 모두가

을 온전히 붙들고 생활 속에서 매일 매일 실

조화롭게 살 수 있는지를 정확히 설명했었다.

천하려 했다.

동학의 하늘님은 인간과 세상을 벗어나 저 높

이처럼 사람과 환경을 대하는 태도에서의
두 사상의 차이는 어디에서 연유한 것일까?

은 곳에서 내려다보다 나중에 벌주는 전지전
능한 하늘님이 아니었다.

그것은 비록 게슈탈트치료가 유기체관을 표방

그 하늘님은 인간 속에, 세상 속에, 나무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서양학문의 전통에 그

풀과 돌멩이, 시냇물과 바람, 햇빛 속에 살면

뿌리를 두고 있으며, 치료자들은 대부분 오랫

서 우리가 보살펴주면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동안 과학교육을 받고 자랐고, 매일매일 현대

핍박하고 때리고 짓밟으면 아파하고 소리 내

기계문명의 혜택 속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며 괴로워하는, 심하면 죽기도 하는, 그래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즉, 아무리 개인

우리가 보살피고 품어주고 살리고 키워줘야

적으로 유기체관을 마음속에 담아두려고 노력

하는 하늘님이다. 동학의 인간관, 세계관은 하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그것은 이론수준을 크

늘님과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모든

게 벗어나지 못하는 철학적 신념에 불과하여,

것이 하늘님이기 때문이다.

도도히 흐르는 물질주의 문명의 흐름을 거슬
러 오르기는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게슈탈트치료의 인간관과 세계관은 동학의
그것과 모순되지 않는다. 하지만 게슈탈트치

당연히 이런 부분은 단지 게슈탈트치료의

료는 넓고 깊고 장대한 동학의 인간관과 세계

한계로만 치부하기보다는 게슈탈트치료가 발

관의 극히 일부분만을 발굴해냈을 뿐이다. 그

딛고 서 있는 토대 즉, 서양문명 혹은 현대

것도 실생활에서의 실천과는 요원한 거리를

과학문명 전체의 영향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

두고 있다.

할 것이다. 오늘날 한국문화가 딛고 서 있는
발판까지도 이러한 과학문명에 의해 광범위하

심리장애와 치료적 접근

게 오염되어 있음을 우리는 매일 피부로 느낀
다. 일찍이 실존철학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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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규 / 게슈탈트치료와 한국인의 정체성-동학사상을 중심으로학의 토대 위에 서 있다는 점에서 인본주의

를 대상화시키지 않고 온전히 한 인격으로 존

심리학 계열에 포함된다. 이는 프로이트의 정

중하며, 모든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려놓고,

신분석이나 스키너의 행동주의 심리학과는 달

내담자를 존재 자체로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리 인간의 자발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이

태도를 견지한다(Yontef, 2008; Hycner & Jacobs,

특징이다. 게슈탈트치료는 각 개인의 유기체

1995).

로서의 자기조절능력을 신뢰하며, 환경과의

동학사상은 비록 심리치료는 아니지만 그

관계에서 해로운 외부의 영향은 적절히 차단

내포된 의미를 헤아려보면 깊은 치료적 함의

하면서도, 필요한 자원은 활용할 수 있는 능

가 있다. 동학에서는 인간의 모든 문제는 외

력을 중시한다.

부대상들과의 ‘연결성’이 끊어진 데서 발생한

개체는 환경으로부터 적절한 보살핌과 관심

다고 본다. 즉, 인간의 본래 상태는 하늘님(天)

을 받음으로써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하

과 인간(人)과 만물(物)이 서로 지기(至氣)에 의

지만 지나친 간섭이나 방임은 개체의 생존을

해 유기적으로 연결된 매우 조화로운 관계에

위협하며, 현실대응 능력을 손상시킨다. 또한

있는 것인데, 인간과 자연이 분리가 되고, 인

애정결핍과 과잉보호는 개체로 하여금 혼란과

간과 인간이 분리되고, 하늘님과 인간이 분리

불안을 느끼게 만들며, 방어적이 되게 한다.

됨으로써 마침내 모두가 병들게 되었다는 입

그렇게 되면 현실과의 연결성이 손상되어 심

장이다(오문환, 2003; 최민자, 2011).

리장애를 일으키게 된다(Perls, et al., 1951).

이러한 연결성 단절의 원인은 인간이 사람

심리장애란 환경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과 자연을 무시하고 그들을 함부로 대하면서

반대로 환경과 심하게 단절됨으로써 건강한

시작됐다고 본다. 여기서 함부로 대한다는 것

연결성을 상실한 상태를 말한다. 그렇게 되면

은 인간이 자연과 인간 속에 내재한 신성(神

개체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독립적으로 구

性)을 망각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경외심과 공

하지 못하며, 또한 해로운 환경으로부터 자신

경의 태도를 잃고 생각없이 대한다는 뜻이다.

을 제대로 보호하지도 못하게 된다. 치료란

우리가 인간과 만물 속에 하늘님이 함께 살

유기체가 원래 가졌던 자기조정 능력을 회복

고 있다는 사실, 즉 하늘님은 이것들과 분리

하여, 매순간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잘 알아

될 수 없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차려 [환경과의 접촉을 통해] 이를 원활히 해

되면, 불가피하게 그것들을 함부로 대하게 되

결하도록 해주는 것을 뜻한다(김정규, 2015).

고, 인간과 만물은 더불어 파괴될 수밖에 없

이때 치료자의 역할은 내담자가 자신의 필

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늘님의 존재가 모든

요를 잘 알아차려 환경과의 접촉을 통해 해결

만물을 연결시키고 받쳐주는 근원적 힘인데,

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이를 부정하고 외면하면 모든 존재기반이 사

치료자의 공감과 지지, 그리고 현전이 매우

라지기 때문이다.

중요하다. 게슈탈트치료에서 이런 작업은 ‘대

이러한 프로세스는 먼저 인간이 자연의 신

화적 관계(dialogic relationship)’라고 부르는 특

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자연 파괴의 현상

별한 만남의 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는

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인간이 다른 인간

마틴 부버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내담자

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인간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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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가 무너지게 되었고, 마침내 각 개인이

복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하늘님

자기 안의 신성마저 망각함으로써 자기소외의

아닌 것이 없고, 부모형제 아닌 것이 없게 되

상태(各自爲心)를 거쳐 집단적 자기파괴 사태

며, 만물은 서로 서로 먹여 살리며(以天食天),

로 이어지게 되었다.

함께 조화롭게 살게 된다. 천지는 부모와 같

따라서 동학에서 치유란 이처럼 존재들 간

이 한 순간도 쉬지 않고, 만물을 먹여 살린다

의 끊어진 연결성, 즉 관계를 다시 회복해주

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천지의 덕을 깨닫게

는 일이 된다. 이는 인간과 자연 속에 하늘님

된다. 한 그릇의 밥을 먹으면서도 그 속에 담

이 다시 살게 해줌으로써 가능해진다. 그렇게

긴 온 우주의 기운을 느끼며 하늘님의 은혜에

되려면 우선 각 개인의 존재가 하늘님을 모시

감사하게 된다.

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게슈탈트치료와 동

한다. 자신의 존재의 바탕이 하늘님임을 아는

학사상은 공통적으로 심리장애를 연결성의 단

것이다. 그 하늘님을 느끼고, 알아차리며, 보

절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게슈탈

살피고, 키워나감(養天主)으로써 점차 자신의

트치료는 단절의 원인을 개체가 환경으로부터

신성을 깨닫게 된다. 항상 이러한 깨달음을

[주로 부모와 사회로부터] 받은 상처와 그에

잊지 않고 정성을 다하여 지키는 일(守心)이

대한 개체의 방어[접촉경계혼란]로 설명한다.

하늘님을 내 마음 속에 다시 살게 하는 일이

즉, 사람사이의 부정적 경험이 관계단절의 원

다(內有神靈). 이러한 마음을 갖고서 일상을

인이라고 본다. 이는 게슈탈트치료가 유기체

사는 것(正氣)이 수행이요 치료다.

이론에 입각해 있고,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더불어 사는 타인들

물리적, 사회적, 자연환경을 이론적으로는 포

의 신성을 인정하는 일이다. 즉, 그들 속에도

함시키고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주로 인간

하늘님이 살고 있으며, 하늘님이 바로 그들이

관계에 국한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들을 진심으로

동학사상에서는 인간뿐 아니라, 자연, 사물,

존중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하며 사는 것

하늘님과의 관계 차원까지 확장하여 우주 만

이다(事人如天). 이 과정에서 하늘님의 우주생

물의 상호연결성의 차원에서 인간과 만물에서

명이 밖으로 퍼져 나가며 다른 생명체와의 연

나타나는 모든 장애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결성이 회복된다(外有氣化). 이는 비단 인간에

게슈탈트치료와 동학사상의 더 근본적인 차

게만 그치지 않고, 꽃이나 나무, 흙, 풀벌레,

이는 이러한 적용범위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바람과 물, 햇빛, 모든 만물에게 확장하여 그

‘연결성의 의미’에 대한 해명에 있다고 본다.

들이 바로 하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공경하

즉, 동학사상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혹은

는 마음으로 대하고, 아끼고 보살펴주어야

사람과 만물 사이의 연결성이 끊어지는 것이

한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심리장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웃과 자연, 나아

와 관련이 있는지를 영성차원에서 자세히 설

가서 모든 만물과 다시 연결되고, 그들 속에

명하고 있고, 또한 그 해결책에 있어서도 수

거하는 신성을 회복하여 온 우주가 하나로 다

행과 깨달음이라는 길을 열어놓은데 반해, 게

시 연결되는 동귀일체(同歸一體)의 세상을 회

슈탈트치료에서는 비록 이 부분에 대한 철학

- 10 -

김정규 / 게슈탈트치료와 한국인의 정체성-동학사상을 중심으로적 사유가 없지는 않으나 동학에 비해 상대적

유대계 독일인 Gustav Laudauer의 사상에 심취

으로 취약하다. 대부분 하이데거나 마틴 부버

하기도 했었다. 그가 죽기 1년 전인 1969년에

등과 같은 소수 철학자들의 이론에 의지할 뿐,

는 에살렌을 떠나 캐나다 밴쿠버 인근의

치료자나 내담자 스스로 사색이나 수행[혹은

Cowichan 호숫가에 게슈탈트공동체를 만들었

수양]을 통해 그 의미를 깨닫는 방법을 제시

던 것을 보면, 그는 평생 사회적 참여에 많은

하지는 않는다.

열망을 지녔던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게슈탈트치료는 넓고

로라 펄스와의 친분으로 인해 게슈탈트치료

큰 테두리를 조망하기보다는 주로 미세한 심

에 간접적으로 상당한 기여를 했던 유대인 신

리현상에 초점을 맞춰, 치료자의 조력을 통

학자 마틴 부버도 Landauer를 직접 만나 교류

해 심리장애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

하면서, 한때 그가 조직한 사회주의운동 단

으며, 그것도 철학적, 영성적, 사회적 접근보

체에 함께 일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51

다는 주로 현상중심의 미시 프로세스에 집중

년에 펄스와 함께 ‘게슈탈트치료(PHG)’를

하고 있다.

저술했던 철학자이자 저명한 작가였던 Paul

오늘날 현대인이 당면하고 있는 개인의 문

Goodman도 Landauer의 무정부주의 사상에 매

제들은 대부분 각 개인에 국한된 것들이 아니

료되었으며, 무정부주의와 관련된 여러 권의

라,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정치적

저술들을 남겼고, 1960년대에는 미국의 반전평

사회적 환경, 자연 및 생태계 전체와 서로 밀

화운동의 중요한 활동가로 일했던 전력이 있

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한 개인만을

었다.

상대로 치료적 접근을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 적어도 초기의 게슈

없다. 즉, 각 개인이 속해 있는 공동체, 사회

탈트치료자들은 통전적인 접근에 관심이 상당

정치적 환경, 생태계의 연결성 회복을 동시에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차츰 1980년대에

겨냥하는 통전적 접근이 매우 절실한 시점이

들어서면서 새로운 보수주의 물결이 밀어닥치

다. 게슈탈트치료는 어떤 심리치료이론들보

면서 이러한 열기는 급격히 삭으러들었고, 오

다도 이런 문제점을 잘 인식했고, 그동안 선

늘날 게슈탈트치료자들을 포함하여 정치나 사

도적 역할을 해왔지만 아직 많은 한계점을

회참여를 강조하는 심리치료자들은 세계적으

보인다.

로 보기 드문 것이 현실이다.
Burley와 Bloom 등은 “게슈탈트치료는 장이

정치 및 사회참여

론의 관점에서 개인[유기체]에 대해서만 집중
하지 않는 유일한 치료이다.”(Burley & Bloom,

게슈탈트치료자들은 일찍이 정치 사회체제

2008, P. 177)라고 하며, 개체가 장의 나머지

에 많은 관심을 가졌었다. 프릿츠 펄스는 일

부분[타인들, 사회환경, 자연환경]들과 잘 조화

찍이 이 문제에 눈을 떴었고, 젊은 시절에 한

를 이루는지, 쌍방 간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

때 사회주의 운동 전력 때문에 나찌의 추적을

펴서, 경우에 따라 환경을 개선하여 개체를

따돌리기 위해 다른 도시로 피신한 적도 있었

더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참여해야 한다고 촉

다. 그는 또한 사회주의적 무정부주의자였던

구했다. 하지만 이런 외침은 무척 공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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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린다. 원론적이고 교과서 같은 느낌이 들

혀있듯이, 또한 자연생태계도 인간세계의 네

뿐, 어디에서도 또렷한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

트워크에 함께 연동되어 큰 그물을 이루고 있

지 않기 때문이다.

다고 생각했다(帝網刹海). 그래서 진정한 개인

게슈탈트치료와는 달리 동학사상은 처음 출

의 구원과 해방을 위해서는 더불어 사는 이웃

발부터 개인의 수양과 영성활동에만 국한되지

과 타인들을 배려할 뿐 아니라, 그들이 몸담

않고, 광범위한 정치사회적 참여를 보여줬다.

고 있는 공동체나 사회체제까지도 변혁하지

그것은 애당초 동학이 창도된 배경이 무능한

않으면 안 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사회

조정과 부패한 관료들로 인해 도탄에 빠진 민

밖의 자연생태계까지도 지극한 관심으로 보살

중을 구하고, 물밀 듯이 밀려오는 열강의 세

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었다.

력침투를 막아 나라를 지키며, 유교적 질서가

동학에서는 개인적 수행과 사회적 참여, 자

무너지고 서학이 범람하여 사회규범의 상실에

연생태계의 복원 등의 일이 각각 따로따로 시

따른 정신적 공황상태를 극복할 총체적 사회

도된다기보다는 동시적으로 입체적으로 이루

개혁과 변혁운동의 출현이 절실히 요청되는

어진다. 근본적으로 모든 것이 하늘님 아닌

상황에서 출현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것이 없고[物物天], 일마다 하늘님 보살피는

동학은 그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보

일이 아님이 없기 때문이다[事事天]. 수심정기

국안민, 포덕천하, 광제창생의 기치를 내걸고,

로 개인수행을 하는 일은 타인과의 관계를 회

기존의 봉건질서를 대체할 새로운 시대[후천

복시켜주는 일이 되며, 타인을 정성과 공경으

개벽]에 대한 광범위한 청사진을 내놓았다. 그

로 대하는 것은 다시 내 마음에 모셔져 있는

러자 남녀노소, 빈부귀천, 반상차별 없이 누구

하늘님을 살리는 것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행

나 시천주의 주체로서 지극한 믿음과 정성으

위는 다시 만물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발전되

로 마음을 닦기만 하면 모두 군자로 거듭날

며, 이는 다시 나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 듣고 구름같이 모여든

로 회향(廻向)된다.

사람들이 가진 것을 서로 나누며, 지극한 공

동학의 가르침에서는 이처럼 개인의 마음

경의 예로 대함으로써 서로 간에 다툼이 없어

닦는 일과 사회참여, 자연생태계 복원 등이

지고, 만민평등의 지상낙원이 만들어졌다. 접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궁극적으로

주제(接主制)와 포제(包制)를 통하여 영성공동

모두가 같은 일로 간주된다. 이는 서양 근대

체와 사회정치적 운동조직이 만들어지면서 동

과학의 주관과 객관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학은 마침내 거대한 사회개혁, 후천개벽의 혁

사유방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명으로 발전하여 한반도전체를 뒤흔들었었다

하지만 생명현상의 체와 용이 서로 둘이 아니

(박맹수, 2014; 최민자, 2011).

라는[不二] 깨달음에 서 있는 동학적 시각에서

동학의 가르침은 애초부터 개인구원에만 초

볼 때, 이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

점이 맞춰져 있지 않았다. 사회구원과 자연생

다. 즉, 만물을 지어낸 초월자로서의 하늘님과

태계의 구원[복원]을 배제한 채 개인구원만 따

만물 속에 살아 숨 쉬는 하늘님이 궁극적으로

로 성공할 수 없는 일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동일한 하늘님이라는 진리에서 볼 때, 삼라만

동학에서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 그물처럼 얽

상이 펼쳐내는 온갖 현상들과 본질, 그리고

- 12 -

김정규 / 게슈탈트치료와 한국인의 정체성-동학사상을 중심으로초월은 모두 동일한 시간성 위에 펼쳐지는 한

천 운동을 전개했으며, 마침내 민중혁명과 대

가지 사건이다.

외전쟁으로까지 발전했던 민족사의 일대 정신
적, 사회적, 생태적 혁명운동이었다면, 게슈탈
트치료는 유기체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통전

결 론

적 접근법으로서 일차적으로 독립된 개인들
간의 건강한 관계성 증진에 초점을 맞췄으며,

이상에서 동학사상과 게슈탈트치료의 비교

현실적용에 있어서도 주로 학술연구나 개인

를 통해 두 사상 사이의 공통점과 상이점을

또는 소집단중심의 치료에 관심을 국한시켰다

살펴보았다. 엄밀히 말하자면 동학사상은 현

는 점을 알 수 있다.

대적 의미의 심리치료기법이라 볼 수 없으므

이제 동학사상을 통해 살펴본 우리민족의

로 둘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

독특하고 창의적인 응전프로세스를 우리의 정

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 규모와 방법론에 있

체성 내지는 배경(ground)으로 삼아 전경으로

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은 상당히 비

떠오른 게슈탈트치료라는 외래문화를 접촉하

슷한 목표를 지향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면서 이를 어떻게 [치아공격성을 발휘하여] 접

즉, 수운 최제우는 비록 동학창도의 목적을

촉하고, 동화시킬 것인지1)에 대한 전략을 구

도탄에 빠진 민생과 나라를 구하고, 후세 5만

체화해야 할 것 같다.

년의 인류문명을 새롭게 변혁하기 위함이라는

여기서 동학사상을 배경으로 삼는다는 것은

원대한 계획을 선포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백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그 내용(content)을 그대

성과 만물이 모두 평화롭고 자유롭게 잘 사는

로 차용해서 사용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동

세상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고 하겠는데, 이

학사상과 농민혁명으로 표출되었던 우리 민족

는 게슈탈트치료가 지향하는 바와 크게 다르

의 창발적인 응전과정(process)을 그 동력으로

지 않다고 하겠다.

삼을 수 있다는 뜻이다. 즉, 어렵고 혼란스런

뿐만 아니라 둘은 그러한 목표 도달을 위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단순히 외부세력에 의존하

방법에 있어서도 매우 유사하다. 즉, 동학이

거나, 안으로 도피해버리거나, 혹은 자포자기

수심정기 곧 ‘천지기운과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잇는 것’이라 하여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1) 이런 표현은 게슈탈트치료 이론에서 외부 환경

의 연결성을 회복시키는 것을 방법론의 중심

과의 접촉과정을 설명하는 방식을 차용한 것이
다. 이는 본 논문에서 인용한 Toynbee의 도전과

에 놓았다면, 게슈탈트치료 역시 우리 존재와
다른 존재들 간의 단절된 연결성을 회복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치료전략으로 내놓았다.

응전의 개념으로 바꿔 설명해도 무방할 것이다.
즉, 오늘날 우리 사회가 당면한 여러 정치적, 사
회적, 정신적 혼란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만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동학이 거

들여온 게슈탈트치료를 포함한 다양한 외래 심

시적 세계관을 명료하게 제시했고, 이를 실천

리치료기법들의 홍수 속에 우리는 매우 심한 정
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혼란을 우리가

함에 있어서도 개인수행, 대인관계함양, 공동
체형성, 사회연결망 조직, 자연생태보호 등 광
범위한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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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면해야만 하는 하나의 큰 ‘도전’이라고 볼 때,
그에 대한 응전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한국게슈탈트상담연구
를 하지 않고, 우리 내부에 존재하는 역량을

교의 전통에 맥이 닿아 있으며, 우리 민족의

최대한 신뢰하면서 근원으로 돌아가 자기긍정

오랜 정신적, 문화적 전통이라고 할 수 있다.

의 힘을 발견하여, 마침내 안으로부터 다시

이 과정에서 스승의 가르침이 매우 중요하

솟구쳐 오르는 역동성을 표출할 수 있다는 것

지만, 그의 시술이나 처치를 받아 치유가 되

이다.

는 혹은 스승의 권위나 능력에 의지하여 보살

우리 민족사에서 이러한 프로세스는 매번

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승의 가르침을 본

반복되어 왔었다. 예컨대, 한민족이 중국으로

받아 스스로 스승처럼 혹은 스승을 능가하는

부터 전래된 불교를 받아들일 때도, 성리학을

(靑出於藍) 훌륭한 인격이 되는 것이 목표가

받아들일 때도, 천주교나 기독교를 받아들일

된다.

때도 동일한 창발 프로세스가 나타났다. 즉,

이때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것은 단지 학문

그런 사상을 무비판적으로 받아서 꿀꺽 삼키

이나 전문적 기술이 아니라 인격이다. 지혜와

는 대신, 우리의 내적인 근원에서 출발하여

덕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공동체를 아끼고 사

그것들을 잘게 부수고 씹어서 우리의 독특한

랑하는 높은 인격을 갖춘 스승을 제자들은 공

방식으로 받아들였다. 원효가 그랬고, 의천과

경하면서 도반들과 함께 조심스럽게 뒤따라가

지눌이 그랬고, 퇴계와 남명이 그랬다. 동학사

며, 자신을 성찰하는 공부를 한다. 이 과정에

상은 그 어느 때보다 독특한 우리 민족의 내

서 학인들은 서로 경쟁하고 질투하기보다는

적 프로세스가 창발 표출된 사상운동이었다.

상호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그렇다면 이제 동학프로세스로 대표되는 우

만들어간다.

리 민족의 응전프로세스를 배경으로 어떻게

주로 한 치료자에 의존하는 전통적 서구의

게슈탈트치료를 통합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지

심리치료 방식은 개인 각자가 갖고 있는 자생

구체적 전략에 대해 생각해보기로 한다.

력과 자기결정력을 신뢰하지 않음으로써 내담
자를 의존적으로 만들 위험이 있으며, 대체로

한국에서의 게슈탈트치료는 수행[수신, 수양,

지나치게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함으로써 지

수도]의 전통을 살려내야 한다.

불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물론 심한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비록 게슈탈트치료는 정신분석이나 인지행

내담자들에게 분명히 그런 접근의 필요성도

동치료 등과는 달리 관계를 중시하고, 내담자

있는 것은 사실이나 오늘날 사회적 불안정과

의 지금여기의 알아차림을 중심으로 실존적

해체되어가는 가족상황으로 말미암아 대량으

접근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치료자의 조력에

로 발생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문제, 부부 가

많이 의존하는 편이다. 반면에 동학적 프로세

족문제, 청장년 실업문제 등을 일대일의 대면

스에서 나타났듯이 한국인들의 전통적 치유방

상담 방식으로 접근하는 데는 분명히 문제가

식은 개인 수행이 그 출발점이다. 즉, 외부 전

있다.

문가나 권위자의 도움에 의지하기보다는 각자

우리 민족의 고유한 수행전통과 게슈탈트치

의 자발적 수행[修身, 修養, 涵養, 修道]에 의

료의 장점을 적절히 통합함으로써 오늘날 우

한 자립이 매우 중시된다. 이는 성리학과 불

리 사회의 많은 개인적, 사회적 문제들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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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자의 심리문제가 개선될 수 있으며, 만들어

믿는다. 그러한 전략은 치료는 전문가들이 하

진 공동체는 심리적 안녕감을 제공해줌으로써

는 것이며, 내담자는 그것을 수동적으로 받기

개인의 심리문제 재발을 막아줄 것이다.

만 하면 된다는 기존의 틀을 과감히 깨고 나

한편 공동체 형성[또는 복원]을 위해서는

와, 치료란 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며

공동체에 대한 뚜렷한 목표의식과 함께 철학

그 방법은 수행에 가까운 것이라는 내용을 포

이 있어야 한다. 또한 공동체를 만들고 지도

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치료의 정의도 병을

하고 유지할 지도자가 필요하다. 게슈탈트치

고친다는 의학적 모델을 지양하고 성숙한 인

료자는 그런 일에 매우 적합한 지원자가 될

격이 되어 간다는 의미 즉, 수행으로 바꿔나

수 있다. 우리 민족정체성에는 동학프로세스

가야 할 것이다.

에서 나타난 것처럼 오랜 강한 공동체의식의
역사가 살아 숨 쉬고 있다. 비록 우리 민족이

한국에서의 게슈탈트치료는 공동체 안에서 행

지난 백 여 년 동안 외침과 동족상잔의 전쟁,

해져야 한다.

파괴된 국토와 산업의 잿더미 위에서 생존을
위한 처절한 투쟁을 해오는 동안 물질주의와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수많은 개인

서열위주의 극심한 경쟁사회 분위기 등으로

과 사회문제들의 핵심원인이 바로 공동체의

인해 공동체의식이 많이 무너진 상태이기는

와해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볼 때, 근원적인

하나 깊은 내면에는 아직 강한 공동체의식이

문제해결은 개인 상담실에서가 아니라 공동체

살아 있으므로 이를 다시 발굴해내어 새로운

안에서 추구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개인치료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가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 하더라도 공동체가
무너진 상황에서는 끊임없이 개인의 문제는

한국에서의 게슈탈트치료는 적극적으로 정치

다시 생겨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회운동에 참여해야 한다.

개인 심리치료가 필요하면 반드시 [복원된] 공
동체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 아니면 최소한

다른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우리

공동체 복원노력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나라는 교육이나 사회복지, 의료분야가 정치

그렇게 해야만 개인치료의 효과도 높으며, 재

체제에 의해 지대한 영향을 받으며, 그로 인

발도 되지 않을 것이다.

해 개인의 정신적, 심리적 안녕이 크게 좌우

유대계 독일심리학자 아들러는 모든 개인의

된다. 심리치료자들이 개인 내담자들만을 상

문제는 ‘공동체의식(Gemeinschaftsgefühl)’의 결여

대로 치료하는 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태도다.

에서 비롯한다고 했었다. 그래서 그의 ‘개인심

현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심리치료자들은

리학’에서는 공동체의식을 회복하는 것이 심

모두 느끼는 바이지만, 교육제도, 정치제도,

리치료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그런데

의료보건시스템, 사회복지제도, 문화체육제도

공동체가 없는 곳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공

등을 바꾸지 않은 채 개인의 심리문제만 다루

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공동체를 만드는 작업

는 것은 원인을 가만히 두고 증상만 치료하려

에 내담자를 동참시킴으로써 그 과정에서 내

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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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게슈탈트치료자들을 포함한 우리

논의한 바와 같이 70여년의 세월에도 불구하

나라 심리치료자들은 전문가들의 수에 비해

고 아직 정치적 사회적 차원으로까지 좀처럼

정치사회참여가 너무 미미하다. 심리치료자들

확장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미시과정에

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인이나 시민단체들

지나치게 집중하는 경향과 무관하지 않다. 이

은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심리

는 서양 학문의 일반적 경향성이라고도 볼 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현실이

있다. 즉, 개별학문을 과도하게 세분화, 전문

외면되고, 그로 인한 사회문제는 점점 더 커

화시킴으로써 아이러니컬하게도 문제에 대한

져가고 있다.

전체적 조망을 잃어버린 결과라 하겠다.

심리치료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정치사회

우리민족의 응전프로세스는 이와는 대조적

운동에 참여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삶에 지

으로 직관적이고, 통전적이며, 종합적이다. 동

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사회적 구조를 변

학프로세스에서 잘 드러난 것처럼 한민족의

화시켜야만 한다. 여러 분야의 심리치료자들

전략은 개인 내적차원, 개인 간 차원, 정치사

이 함께 나서서 필요하면 NGO 단체들과 연

회적 차원, 생태학적, 영적차원이 서로 분리되

대하여 지속적으로 정치사회운동에 참여함으

지 않고, 동시적으로 다차원적으로, 융합적으

로써 사회에서 우리의 정치적 영향력을 높일

로 일어나곤 했다. 이는 모든 영역이 상호 밀

수 있을 것이다.

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정신문화운동 분야에서

여기서도 우리는 동학프로세스에서 많은 영

는 매우 탁월한 접근법이다.

감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즉, 동학에서는 접

오늘날 현대사회가, 특히 우리 사회가 처한

주(接主)의 지도하에 소규모 집단을 중심으로

심각한 정신문화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좀 더 큰 단

더 이상 개별영역의 연구 성과를 단계적으로

위인 포(包)를 조직하여 매우 체계적이고 조직

통합하는 전략에 기대를 걸 수 없다. 그러한

적으로 정치사회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대대적

전략은 이미 실패한 것으로 봐야 한다. 매년

인 사회변혁을 이루어냈던 전력이 있다. 오늘

전 세계에서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는 개별분

날에도 이런 방법은 여전히 실현가능하고, 매

야의 연구물들은 서로 아무런 유기적 연관성

우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한다.

없이 행해지고 있으며, 심지어 같은 심리학
내의 연구들조차 전공분야를 조금만 벗어나면

한국에서의 게슈탈트치료는 개인심리치료, 정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치사회운동, 생태환경운동, 영적 각성운동을

언제 누가 이들을 통합해서 인류가 처한 위기

하나의 유기적 통합프로세스로 운용해야 한다.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지 상상이 되지 않는다.
개인 심리치료와 정치사회적 운동, 생태 환

게슈탈트치료의 토대는 현상학, 장이론, 대

경적 차원, 영적차원을 각기 따로 분리하여

화적 관계, 실험의 4가지로 요약된다(Yontef,

해결책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것들은

2008; 김정규, 2015). 이는 매우 정교한 이론으

애초에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들이었다. 이

로서 개인의 내면 프로세스와 개인과 개인 사

제 동학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것들은 하나의

이의 프로세스를 잘 설명해준다. 하지만 앞서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프로세스로 운용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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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규 / 게슈탈트치료와 한국인의 정체성-동학사상을 중심으로한다. 즉, 그것들을 각기 다른 사람들이, 각기

신일철 (1980). 동학사상의 전개- 시천주, 사인

다른 방식으로, 각기 다른 시간에 시도할 것

여천을 거쳐 인내천 사상에로. 한국사상,

이 아니라, 같은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같은

17집, 75-119

시간에 하나의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방식으로

신일철 (1991). 우리의 사상을 찾아서- 최수운
의 동학사상. 사상, 9호, 253-274.

시도해야 한다. 그것이 끊어진 연결성의 통합

신일철 (1995). 동학사상의 이해. 서울: 사회비

을 위해 필요한 전략이다.

평사.
이상으로 저자가 제안한 몇 가지 전략들은

신일철 (2000). 동학의 ‘무위’적 시민사회관. 동

학연구, 6집, 한국동학학회, 93-103.

매우 원론적이고 제한적인 내용들에 불과하지
만, 좀 더 생각해보면 우리 민족정체성을 배

신일철 (2003). 동학과 전통사상, 동학학보, 5

호, 동학학회, 7-32.

경으로 하는 새로운 창의적 응전전략은 얼마
든지 더 나올 수 있다고 믿는다. 앞으로 다양

》 제1집, 서울: 일조각

민강좌

한 아이디어들의 출현과 그에 대한 연구와 실
험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해본다. 우리민

《

이기백 (1987), 반도적 성격론 비판 한국사 시
오문환 (2003). 해월 최시형의 정치사상. 서울:

족은 이미 동학프로세스를 통하여 역사적으로

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

탁월한 성과를 입증했으며, 그 성공경험이 아

윤석산 (2014). 해월 최시형의 삶과 사상. 일하

직도 저마다의 가슴 속에 힘차게 고동치고 있

는 한울님. 서울: 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

다고 믿는다.

천도교경전. 포덕 153년. 서울: 천도교 중앙총
부 출판부.
최민자 (2011). 동서양의 사상에 나타난 인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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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stalt Therapy and the Korean National Identity
- Donghak as the central idea -

Jung Kyu Kim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focused on finding Korean national identity in order to elaborate strategies that would help
successfully receive Gestalt therapy into Korean culture. And the Donghak idea and its movement was
discussed to see if they can represent Korean national identity. Then Donghak and Gestalt therapy were
compared in regard to their human and world view, their standpoint of psychological disorders and
psychotherapy, and the political and social participations. Both shared a common emphasis of
connectedness between human and the nature, but there were also some differences in that Gestalt
therapy mainly has been focusing on the human relationships, whereas Donghak showed strong
engagement in all three levels such as connectedness between human beings, between human and nature,
and human and spiritual being. It was recommended that in Korean society a simultaneous and holistic
approach on all three dimensions of the individual, community, and socio-political level be implemented.

Key words : Gestalt therapy, Korean reception, Donghak, connecte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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