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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계의 경(敬)사상과 정신분석치료과정의 비교연구
김 부선

이형 미

김연 옥

천 성 문†

경성대학교
본 연구는 한국 성리학의 큰 흐름의 하나인 퇴계의 경 사상을 고찰하여 한국의 토착적 상담이론으로서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 경 사상과 정신분석치료 과정을 비교분석하여 첫째,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보느냐 하는 관점에서
인간관을 비교 분석하고, 둘째, 심리적인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관점에서 마음의 구조와 작용을 비교 분석하고, 셋째,
심리적 문제해결 과정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경 사상이 토착적 상담이론으로서의 가능성에 시사하는 바를 찾고자 하였다. 두 이론
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인간관의 관점에서 공통점은, 경 사상과 정신분석치료는 모두 개인의 인격실
현(주체성 확립)을 목표로 하며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으로 환경보다는 인간의 내적 요인에 관심을 두고 있다.
차이점으로는 경 사상은 인간을 생래적으로 선한 존재라고 가정하며, 인간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불변하거나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경 사상은 이러한 성선설에 기반을 두고 천인합일하여 인격을 실현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다. 이에 비해 정신분석
치료에서 인간은 생래적으로 충동적이며 본능적인 악한 존재이며, 인간의 본성은 비합리적이고 결정론적이다. 따라서 정신분석
치료의 목표는 본능적 충동을 주로 다루며 인간의 핵심감정을 해소, 극복하여 인격을 실현하는 것이다. 둘째, 마음의 구조와
작용에서의 공통점은 경 사상의 심(心), 성(性), 정(情)과 정신분석 치료의 초자아, 자아, 원초아의 각각의 세 요소 가운데, 심의
기능과 자아의 기능이, 본연지성의 성과 초자아가 상응하는 면이 있다. 한편 차이점은 경 사상에서는 마음의 구조를 여러 개의
요소로 나누어보지 않는데 정신분석치료에서는 마음의 구조를 작용과 성격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요소로 나누고, 이들 상호간에
혹은 그 내용물들 간에 힘들이 상호작용하는 일종의 역동적 구조물로 보았다. 퇴계의 심은 정신분석치료와는 달리 생성론적,
비결정론적이다. 이는 지속성과 안정성 있는 성격의 구조만을 나타낸다기보다 생성되는 심적 상태를 설명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이다. 셋째, 공통점은 문제해결 과정은 초기단계부터 자기관찰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지적 접근과 정서적 접근이 상호보완
적, 동시적으로 이루어진다. 차이점은 경 사상은 긍정적인 면을 확충시켜 성인(聖人)의 경지에 이르는 수양법인데 비하여 정신치
료는 내담자의 부정적인 면, 즉 정신 병리를 주로 다루는 일종의 치료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문화와 정서를 반영하는
토착적 상담이론으로서 경 사상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아 볼 수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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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형성하여 온 유교(儒敎)를 이

Ⅰ. 서 론

해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 조선시대의 성리학(性
한국인의 마음이나 정서를 이해하려면 오랫동안

理學)은 500여 년 동안 독특한 한국의 정신문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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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고 유지하여 왔으며, 최근 100여 년 동안에는

(천리,天理)를 실현하는 도덕 심리와 행동의 설명에

외래문화의 영향으로 한국 사회가 정치, 경제, 사회

강조점을 두고 있다. 즉, 마음을 지키고 선(善)한 본

의 측면에서 급격한 변동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성(本性)을 키우는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과 이러한

국인들의 생활 속에 그 영향이 크게 남아 중요한 사

마음이 행위에 연결되는 과정인 경 을 제안한다.

상적

있다(한덕웅,

존심양성(存心養性)을 거쳐서 도심(道心) 혹은 인심

2001).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인의 정서에

(人心)이 형성되고, 사회자극에 당면하여 정서를 경

맞는 상담 이론의 가능성을 성리학을 통하여 찾아보

험하고 행위를 표출하며, 행위가 실행된 후에는 행

고자 한다.

위의 기준에 맞추어서 스스로 성찰(省察)하는 일련

정서적

특징으로

작용하고

지금까지 유교사상을 심리학의 관점에서 고찰한
연구들(금장태, 1998; 김성태, 1982; 박병탁,

의 과정을 설명하여 유학심리학설의 큰 틀을 제안하
였다(한덕웅, 2001).

2004; 박종덕, 2006; 성태용, 1995; 윤사순,

따라서 한국인의 정서에 영향을 주고 있는 큰 사

2001; 이동희, 2007; 이명수, 2006; 이해영,

상의 하나인 이황의 경 사상이 마음을 다루어 인격

1993; 임능빈, 1981; 전병제, 1979; 정덕희,

을 실현해 가는 상담과 유사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1998; 정양은, 1976; 최복희, 2004; 한덕웅,

퇴계의 경 사상을 오늘날 서양 심리학의 바탕이 된

1993)을 살펴보면, 서양의 심리학 이론과 개념들을

정신분석치료 과정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경 사상이

유교와 비교하거나 서양의 심리학을 바탕으로 동양

우리 문화와 정서에 맞는 상담이론 즉, 한국의 토착

사상을 새롭게 해석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상담이론으로서의 가능성에 시사하는 바를 찾아보고

그러나 이들 연구는 연구 대상이나 방법에 있어서

자 한다.

유학 중에서도 중국의 맹자(孟子)와 순자(荀子) 또
는 선진유학(先秦儒學)을 대상으로 하거나 조선시대

Ⅱ. 퇴계의 경(敬)사상

성리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단순히 퇴계(退溪),
율곡(栗谷) 등의 학설을 심리학 이론의 관점에서 재

1. 인간관

해석하고 시사점을 논의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러
므로 이러한 연구 결과는 유교 사상을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상담이론이나 상담 과정으로 연결하
려는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문화와 정서에 맞으면서

도 현장 적용이 가능한 상담이론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퇴계의 경(敬)사상은 격물치지(格物致知)의 과정
을 통하여 획득한 앎이 행동과 일관되게 연결되어야
한다는 이론으로서, 하늘이 부여했다고 믿는 도리

퇴계의 경 사상에서 성(性)이란 천(天)이 명(命)
한 것이다. 이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본성
(本性)을 말하는 것으로, 마음에 있어서는 리(理)가
곧 인간의 본성이다. 성리학의「성리」라는 말 자체
가「성명리기(性命理氣)」를 줄인 데서 왔다. 하늘
이 부여한 것을「명」이라 하고 인간이 지니고 있는
것을 「성」이라고 하는 데서「성명(性命)」이라고
하며, 하늘과 사람을 함께 관통하는 궁극의 진리가
태극(太極)이요, 리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우주본질
은 인간본질과 같은 법칙, 같은 원리에 속한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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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확대가 우주이며, 우주의 축소가 곧 사람이

로써 남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된다는 뜻이다. 공자

라는 우주이해와 인간의식을 지닌 천인합일의 사상

는 표명하기를, 성인이란 마음 내키는 대로 행하여

이다. 따라서 퇴계 성리학은 우주의 근원적인 두 존

도 법도(法道)를 벗어나지 않는다 고 하였다. 여기

재인 리(理)와 기(氣)라는 두 원리로써 인간을 설명

서의 법도란 사회적 규범을 뜻하는데, 옛말로 표현

한다.

하면 예(禮)라고 한다. 예는「리(履)」혹은「리(

첫째, 경 사상에서는 인간의 본성은 착하며 또 태

理)」와 통하는 말로써 이행(履行)되어야 할 규범인

어날 때부터 불변하거나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동시에 우주의 이법(理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

퇴계학에 있어서 두드러진 특색 가운데 하나는 리귀

한 예와 합일될 수 있는 인물이란 곧 도덕적으로 완

기천(理貴氣賤) 사상이다. 대체로 사람은 세상에 태

숙된 인물로서(이완재, 1986) 유가에 있어서 자아

어날 때 모두가 같이 천지의 리기를 받고 태어났고

(自我)의 완성태라고 할 수 있다.

리와 기는 합하여 마음이 된다. 따라서 사람은 리의
소재가 모두 한결같아서 지(智)․우(愚)가 생득적으

2. 마음의 구조

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며, 기에 의하여 상지(上

마음의 문제는 퇴계의 중심 문제이다. 그의 심

智)․중인(中人)․하우(下愚)의 가름이 있고,「맑음

성론을 살펴보면 성이 곧 리이다. 마음에서는 성

(청淸)․흐림(탁濁)․순수함(수粹)․잡스러움(박

이라고 하고 사물에서는 리라 한다 고 했다. 그

駁)」의 갈래가 생긴다. 따라서 만물은 하나의 리를

는 또 천리(天理)와 인욕(人欲)의 관점을 가지고

근원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평등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심(心)과 성(性)과 정(情)을 각각 둘로 나눈다.

기의 작용에 의해서 차별이 생긴다고 본다.

즉, 마음을 이발심(已發心)과 미발심(未發心)으

둘째, 우주와 인간의 두 원리인 리기로써 마음과

로, 성을 본연지성(本然之性)과 기질지성(氣質之

심리현상을 설명하고 해석한다. 인간이 태어나면서

性)으로, 정을 사단(四端)과 칠정(七情)으로 구분

가지고 있는 본성 즉, 심에서의 리가 본연지성이며

한다. 마음이란 동(動)적인 정(情)과 정(靜)적인

순선(純善)인 심의 리는 기의 작위의 기준이 되는데,

성(性) 즉, 이발의 정과 미발의 성이 교차한다고

이는 리가 가진 시비의 판별성 즉 소당연(所當然)성

보며 이발의 공부와 미발의 공부를 일관하는 새로

때문이다. 기질과의 관계를 고려한 성이 기질지성이

운 교육방법으로 마음을 주재(主宰)하는 경을 내

며, 이는 기의 특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선도 악도

세운다. 도덕 정신을 지닌 인간됨의 교육으로서

아니다.

앎과 삶이 어우러지는 경은 인격실현의 길이며,

셋째, 경 사상에서 최고의 인격실현은 도덕적으로

퇴계는 사람됨의 길을 경으로 찾고자 하였다.

완숙된 인물, 즉 성인(聖人)에 이르는 것이다. 유가
사상의 이념인 수기치인(修己治人)을 좀 더 철저히

가) 심(心)

한 내성외왕(內聖外王)이라는 말은 안으로는 성인이

퇴계는 심의 체(體)인 심적 구조가 허심(허,虛),

되고, 밖으로는 왕자(王者)가 된다는 뜻으로 자기를

영묘(령,靈), 앎(지,知), 깨달음(각,覺), 어짊(인,

닦되 성인의 경지에 이르게 하고, 그 인격(人格)으

仁), 의로움(의,義), 예의(예,禮), 지혜(지,智)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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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요소로 구성된다고 본다. 이 외에도 염(

합자이다. 즉,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마음 이

念)․려(慮)․사(思)․지(志)․의(義)가 심의 작용

란 뜻의 글자이다.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유가

(用)에 포함된다. 넓은 의미의 심에서 체(體, 구

에서는 심을 인간의 본질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심

조)와 용(用, 작용)을 모두 말할 때 핵심요소는

가운데 있어서도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마음

심, 성, 정이다. 여기서 심은 좁은 의미의 심으로서

을 성(性)이라 하여 이를 가장 본질적인 것으로서

심적 자기조절의 주체를 지칭한다(한덕웅, 1994).

파악했다(이완재, 1988).

또한 퇴계는 성․정을 포괄하는 마음에서 미발

성(性)은 마음 속에 갖추어진 리(理)이다. 즉,

의 본체로서 성이 발하여 이발의 작용인 정으로

리가 갖추어져 있는 심의 부분만을 성이라고 부를

나타나는 경계가 곧 마음의 기미(幾微)요, 만 가

수 있다. 넓은 의미의 심은 성을 담고 있는 그릇

지 조화의 추요(樞要)요, 선과 악이 갈라져 나오

이며, 성은 심의 내용들 가운데 성리학적 원리 즉

는 곳이라 하여, 기미를 마음의 작용에서 가장 중

4덕목(仁義禮智) 혹은 신(信)을 포함한 다섯 가지

요한 계기로 주목한다. 그러나 그는 정이 발동하

성인 5상(常)과 조화되는 내용만을 지칭한다. 인

는 처음에 기가 작용함에 따라 선․악이 갈라져

(仁)에 의해서 포괄되기도 하는 사덕(四德)이 성

나오는 것은 그 실마리가 미미하다고 보며, 이에

의 핵심적 덕목이다. 이 성은 학자에 따라 그 견

비해 선․악이 갈라지는 계기는 마음이 발동한 현

해가 다르며, 그 대표적인 주장이 성선설(性善說)

상으로 의(意)에서 드러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고 성악설(性惡說)이다.

마음의 기능인 염(念)․려(慮)․사(思)․지(志)․
다) 정(情)

의(義) 중에서 특히 지․사․의를 중요하다고 본
다. 염은 잠깐 마음이 있는 곳을 말하며, 려는 생

정은 마음의 작용으로서 성(性)이 외물(外物)

각이 도모하는 바가 있음을 의미하며, 사는 치밀

인 형기(形氣)와 접촉하여 움직일 때 드러난 상태

하고 꼼꼼한 생각을, 지는 마음이 가는 곳을, 의

를 의미한다. 사단칠정(四端七情)에 한하여 분석

는 어떻게 하려고 주장하는 바를 뜻한다. 의는 마

하면 정은 심리학적 용어인 정서에 가장 가까운

음에 정이 발동하였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날 때부터 타고난 마음 즉

되겠다는 능동적 사유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본질인 성(性)을 성리학에서는 리(理)라고 규정하

퇴계는 이러한 의가 마음에서 발동하여 정을 끼고

고 순수한 선(善)이라고 하는데 정에는 선악이 있

좌지우지하며 천리의 공정함에 따르기도 하고 혹

을 수 있다고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은 인욕(人欲)의 사사로움에 따르기도 하여 선․

설명하면 성(性)은 인(仁)․의(義)․예(禮)․지

악의 구분이 결정되므로, 의의 기미로부터 선과

(智)․신(信)으로서 순수한 선이고 정은 희(喜)․

악이 나누어진다고 하였다.

노(怒)․애(哀)․구(懼)․애(愛)․오(惡)․욕(慾)
의 7가지로 대표되는데 이를 가치적으로 따진다면

나) 성(性)

희(喜)․애(哀)․애(愛)는 선한 정에 속할 수가
있고 노(怒)․구(懼)․오(惡)․욕(慾) 등은 악한

유가적 인간의 본질은 인성론에서 찾아볼 수

정에 속하게 된다(이완재, 1986).

있다. 인성론의 성(性) 자는 심(心)과 생(生)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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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계는 마음에서 아직 발동하지 않은 상태(未

當然)이다. 따라서 리는 사물을 그 사물로 되게끔

發)의 본체와 발동한 이후(已發)의 작용을 구별하

하는 당연히 따라야 할 기준이다. 이로 보면 리는

여, 미발의 본체가 성이요, 이발의 작용이 정이라

사물의 생성형식(生成形式) 또는 본질과도 같다. 이

고 분석하여 마음에서 성의 체가 발하여 나온 것

러한 리의 특성은 형이상(形而上)이며 직접 감각되

을 정이라고 보았다. 마음은 리와 기의 합이므로

지 않는 성질 즉, 추상적 성질을 말한다. 따라서 리

발동되어 나온 기본 양상은 성의 리가 순수하게

는 작위의 성질을 가진 것이 아니다(윤사순, 1980).

드러난 것을 사단(四端)이라 하고, 성의 리가 기

때문에 리 자체는 완전한 순선이며 존귀한 존재라는

질에 가려진 것을 칠정(七情)이라 한다. 즉, 마음

것이다.

속에 갖춰져 있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미
발,未發)가 성이라면, 정은 드러난 상태(이발,已

3. 마음의 작용

發) 전부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정은 마음에서 활

가) 사단칠정(四端七情)

성화된 인지적, 동기적, 정서적 상태라고도 정의

퇴계는 마음의 구체적인 발동현상으로서 감정

할 수 있다. 정과 관련해서 성리학에서는 사단칠

을 사단칠정의 양상에 따라 리기론으로 분석하였

정의 정서적 측면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며 희노애

다. 사단(四端) 즉, 측은지심(惻隱之心, 측은히

구애오욕(喜怒哀懼愛惡慾)을 가리키는 칠정은 서

여기는 마음), 수오지심(羞惡之心, 부끄러워하는

구의 정서론에서 보는 기본 정서와 유사하다(한덕

마음), 사양지심(辭讓之心, 양보하는 마음), 시비

웅, 1994). 고요한 본체로서의 성과 활동하는 작

지심(是非之心,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은 인간

용으로서의 정은 모두 마음에 간직되고 발현되는

이 선천적으로 지닌 성(性)의 사덕(四德)을 드러

것이다.

내는 단서(端緖) 또는 실마리다. 여기서 실마리라
는 말은 사단(四端)으로 표출되는 마음(情)으로

라) 리기론(理氣論)

미루어보아 본래 사덕(인의예지, 仁義禮智)이 존
리기론은 우주만물을 리와 기라는 두 원리로써 설
명한다. 리는 원리 또는 법칙적인 것이고, 기는 질료
(質料) 또는 형질적(形質的)인 것으로, 리기는 본질
적으로 성격을 달리하는 우주의 근원적인 두 존재이
다. 그래서 이것을 리기이원론(理氣二元論)이라고
한다. 인간도 우주 내의 한 존재이므로 이 리기로써
설명될 수 있다. 성리학에서는 인간의 성정(性情)․
선악(善惡)을 리기의 원리로써 설명한다(이완재,
1988). 퇴계는 천지만물을 모두 리와 기의 합(理氣
之合)으로 보며, 모든 현상의 원인 및 이유를 가리
켜 리라고 한다. 리는 모든 현상의 존재의 원리로서
소이연(所以然)이며, 당연의 법칙으로서 소당연(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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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뜻이다. 사단의 마음
을 키우고 넓히려면 스스로 사덕이 있음을 생각하
고 앎으로써 가능하다. 퇴계는 마음에서 아직 발
동하지 않은 상태의 본체와 발동한 이후의 작용을
구별하여 미발(未發)의 본체가 성(性)이요, 이발
(已發)의 작용이 정(情)이라고 분석 정의하고 있
다. 성과 정을 통섭하고 있는 마음에서 성의 체가
발하여 나온 것을 정이라고 보았다. 이에 마음이
리와 기의 합이므로, 발동되어 나온 기본 양상은
그 근원으로서 성의 리가 순수하게 드러난 것을
사단이라 하고, 성의 리가 기질에 가려진 것을 칠

❚ 6 김부선․이형미․김연옥․천성문

정이라 한다.

경은 원래 이천 정이(伊川 程頤, 1033～

마음의 발은 이기에 따라 선악이 다르게 표현

1107)에 의하여 제시되고 강조되어 회암 주희(晦

된다고 보았으니, 퇴계에 의하면 리가 사물에 작

庵 朱熹, 1130～1200)에서는 더욱 중시되었으

용할 때 기가 작용하지 않는 것이 곧 본연의 성이

며, 주희(朱子)를 계승한 퇴계는 이를 정리하고

고, 리가 기에 눌려서 나타나는 것이 기질의 성인

종합하여 경 사상으로 체계화 하였다.

데, 이것은 때로는 선하고 때로는 악하다는 것이

퇴계사상의 중심은 마음을 주재하는 경이다. 한

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단은 그 출발점이 본연지

몸을 주재(主宰)하는 것이 마음이고, 그 마음을

성에서 온 것으로 도심이 되고, 칠정은 기질지성

주재하는 것이 경이기 때문에 경은 인간형성의 논

에서 나온 것으로서 인심이 된다.

리와도 관계가 있다. 퇴계의 인간형성에 대한 논
리는 유교의 윤리적 목적인 천인합일에 귀착시킬

나) 인심(人心)과 도심(道心)

수 있으며, 그의 삶의 대명제인 경은 그의 구인사

퇴계는 인심과 도심을 이욕과 성명에 각각 근

상(求仁思想)에서 나온다. 마음이 중심이 되는 세

원을 두는 데에 따른 존재양상과 그 도덕적 성격

계의 원리는 인(仁)이다. 인은 천지가 만물을 낳

을 구별하는 데 역점을 두어, 도심․인심과 사

은 원리로써 인간에게는 마음의 원리가 된다. 이

단․칠정의 상응관계와 차이점을 해명하고 있다.

는 리(理)와 인(仁)이 결국 표현을 달리하고 있을

곧 그는 도심․인심이 사단․칠정에 상응함을 밝

뿐 그 바탕은 같다고 보는 것으로 리를 우주(宇

혀, 주자(朱子)가 인심은 형기의 사사로움에서 발

宙)․인성(人性)의 본체론적 표현이라고 한다면,

생하고 도심은 성명의 정대함에서 근원한다고 정

인은 실천 윤리적 표현이 된다.

의한 것을 종지로 들었다. 동시에 도심․인심과

인간은 인을 구함으로써 우주와 만나고, 우주와

사단․칠정이 상응하지 않는 것도 지적하여 인심

합일할 수 있는 것이다. 진실로 이것을 체험하여

은 자기 몸의 사사로움에 속하는 것으로 도심의

보존하면 모든 선의 근원과 모든 행동의 근본이

명령을 듣고서야 도심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인

모두 여기에 있지 아니함이 없기 때문에 인을 구

데 비하여, 칠정은 기에서 발동하는 것이지만 겸

하는 것이다(정낙찬, 1999). 퇴계는 인의 길 즉,

선악의 상태이므로 중용 등에서 사단을 칠정에 포

사람됨의 길은 이른바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제

괄시켜 말하였던 차이점을 들고 있다(금장태,

거하는(存天理․遏人欲) 공부에 의하여 발현되는

1998). 또한 퇴계는 도심을 발동하기 이전의 성

것으로 이것은 거경궁리(居敬窮理)에서만 가능하

에 상응시킨다는 것은 하늘이 인간에게 명령을 내

다고 하였다.

리거나 징벌하는 것을 드러날 수 없게 하는 것이
나) 경의 수양 방법

라 하여, 도심을 하늘의 명령이 드러나는 마음의
발동으로 제시하고 있다.

거경궁리를 통한 앎(도학문,道學問)과 존양성찰
을 통한 삶(존덕성, 尊德性), 이 둘을 하나로 종

4. 심리적 문제 해결

합한 것이 사람됨의 길(경, 敬)이다. 퇴계에 의하

가) 경의 이해

면 학문하는 까닭은 경의 공부와 리의 공부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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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 둘을 호진(互進)시키는 것이 경이다. 궁

며 이와 같은 인식론적 체득은 거경에 의해서 발

리(窮理)가 인식론적 접근이라고 한다면, 거경(居

현될 수 있다.

敬)은 윤리 실천적 접근의 길이다. 그러므로 궁리

거경에서는 마음의 미발(未發) 시기와 이발(已

는 도학치지(道學致知)의 측면을 강조하고 거경은

發) 시기를 각기 구분해서 그 시기에 적합한 공부

존양성찰(存養省察)을 강조한다. 퇴계는 궁리와

를 존양(存養)과 성찰(省察)로 제시한다. 경에는

거경이 각기 별개의 공부이면서도 상호 분리할 수

고요할 때 마음을 한결같이 하나로 통일시키는 작

없는 호진의 상관관계임을 천명한다.

용과 움직일 때 외적 사상(事象, 사실과 현상)과

궁리한다 함은 바른 리에 다다름을 말하며, 인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작용이 있다. 거경(居敬)

간과 사물에 있어서 융회관통(融會貫通)의 리를

이 미발 시 우주와 하나가 되고 주객(主客)이 하

공부하는 것이다. 궁리(치지, 致知)에서는 4가지

나가 되는 공부라면 궁리(窮理)는 이발 시 각성하

조목인 박문(博聞)․심문(審問)․신사(愼思)․명

여 끝까지 관찰하는 공부이다(박병탁, 2004).

변(明辯)중에서 신사가 가장 중요하다. 여기에서

경이란 이러한 행위(거경)와 학습(궁리)을 보

생각한다(신사) 함은 마음에서 구하여 경험으로

다 철저히 그리고 포괄한 개념으로써, 경은 활동

겪음(징험, 徵驗)으로써 얻음을 말하며, 능히 마

할 때(이발시의 動)와 고요할 때(미발시의 靜)를

음에서 징험하여 이치를 밝게 분별할 수 있고, 선

관통하는 지와 행의 기본이 되는 자세이다. 이와

악의 기미나 의리․시비의 판단을 정밀히 하여 조

같은 경의 실천을 그림 1과 같이 도식할 수 있다.

금도 차질이 없게 하여 위미(危微, 인심이 위태로
움)의 까닭이나 정일(精一)의 법을 진실로 알아

Ⅲ. 정신분석치료

의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정순목, 1986).
즉, 모든 사물에 대하여 마땅히 그렇게 될 바와

정신분석치료(psychoanalytic therapy)란 정

또한 그렇게 된 까닭을 규명하고, 심오한 이치를

신역동적 접근법에 근거를 둔 정신치료 이론이다.

몸소 체득함으로써 마침내 지극한 도리에 이르게

Freud(Sigmund Freud, 1856~1939)는 심리

되며, 여기에 세월이 오래되고 공부의 힘이 깊어

학에 처음으로 무의식의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인

지면 하루아침 사이에 자신도 모르게 모든 의문이

간행동의 많은 부분은 합리적이고 의식적인 것보

말끔히 풀려 도리가 후련히 트여 비로소 위미에

다는 오히려 비합리적이고 무의식적인 동기에 원

미혹되지 않고 정일에 현혹됨이 없이 중(中)을 잡

인이 있다고 보았다. 이 무의식적인 힘, 즉 행동

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들어 진지라 일컬으

의 원인을 분석하는 방법을 정신분석학이라고 한

인식론적 접근 :치지(致知)―학습(學習)―지(知)―궁리(窮理) ↘
→경(敬)→인(仁)
실천적 접근 :역행(力行)―덕육(德育)―행(行)―거경(居敬) ↗
그림 1. 경의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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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정신분석치료는 인간의 표면적으로 드

려 하는 개인과 그의 환경 사이―그리고 결국에

러난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그러한 문제를

가서는 그 개인의 내적인 성격구조 사이―에는 갈

만들어 낸 원인에 관심을 두고 그 원인을 찾아서

등이 있게 마련이다.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며 현재의 문제를 이해하고
2. 마음의 구조

해결하기 위해서 아동기의 경험을 중시한다.

가) 원초아․자아․초자아

1. 인간관

Freud는 인간의 성격을 원초아(id), 자아

인간의 본성에 관한 Freud의 관점은 비합리적

(ego), 초자아(superego)의 세 가지 구성요소로

이고 결정론적이다. 인간의 행동은 자신의 의지적

설명한다. 성격의 세 요소 중 어느 요소가 에너지

사고를 통하여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기보다는 생

에 대한 통제력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후 6년간의 어린 시절에 경험한 무의식 속에 잠재

인간의 행동 특성이 결정된다. 원초아가 한 개인

되어 있는 비합리적인 힘, 무의식적인 동기, 생물

의 에너지를 좌우한다면, 그는 욕망의 충족에 더

적이고 본능적인 충동, 그리고 인간의 심리성적

관심을 가지고 긴장과 고통을 즉각적으로 해소시

발달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인간의 성격은 어

키려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린 시절의 경험에 따라 형성되고, 그 성격에 의해

반면에 초자아가 한 개인의 심리적 에너지를 상대

인간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적으로 많이 좌우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욕망

Freud는 인간을 본능적 욕구를 최대한 만족시

충족이나 현실적인 대안을 선택하기보다 완전성을

키려는 존재로 파악하여 성적 충동이나 공격적 충

추구하고 사회적 규범에 맞는 행동을 하려는 경향

동의 본능을 인간 행동의 강력한 동기 요인으로

이 있을 것이다.

보았다. 그리고 대부분의 인간 행동 및 성격을 갈

원초아는 정신적 에너지의 근원이며, 본능적인

등에 대한 타협의 산물로 간주한다. 인간은 끊임

힘이 여기에서 나온다. 생물학적 반사 및 충동과

없이 외부 자극 또는 내적인 자극에 의해서 긴장

본능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자아와 초

을 느끼게 되며, 이러한 긴장을 즉각 발산함으로

자아가 분화되어 나온다. 이는 정신적 에너지의

써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에 도달하려 하지만, 외

저장소로서 자아와 초자아의 작용을 위한 힘을 제

적인 현실이나 내적인 현실은 이런 욕구를 좌절시

공한다. 긴장과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최대화하려

키고 때로는 금지한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는 쾌락의 원리 를 따른다.

위해서 그는 현실 세계를 탐색하고 분별하며 평가

자아는 원초아와 초자아 사이에 위치하여, 이들

하여 현실의 요구에 맞추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현실과

키는 타협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성적인

환경을 구별할 줄 알고 고려하는 현실의 원리

욕구와 공격적인 욕구들의 충족은 대개의 경우 사

에 의하여 지배된다. 따라서 자아는 현실을 이해

회적인 규범이나 현실과 상충하기 때문에 많은 갈

하고 판단하며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논리적

등을 야기한다. 따라서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시키

인 사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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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자아는 쾌락보다는 완전함을 추구하는 기능

기 때문에 자아가 원초아의 힘을 조절하는 힘이

으로 한 개인의 도덕적인 규범에 해당한다. 도덕

약할 때 자칫 처벌받을 행동을 할 것 같은 위험으

적 원리 에 지배되는 초자아의 주된 관심사는 선

로 불안에 빠지게 된다. 불안의 기능은 이런 방식

과 악, 옳고 그름이다. 따라서 현실보다는 이상을,

으로 계속해서 사고하고 행동하면 위험하게 된다

쾌락보다는 완벽을 추구한다.

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다. 불안은 현실적 불안
(reality

나) 의식․전의식․무의식

anxiety),

신경증적

불안(neurotic

anxiety), 도덕적 불안(moral anxiety)으로 나

Freud는 인간의 정신을 의식(意識), 전의식

눌 수 있다.

(前意識), 무의식(無意識)으로 구분하고 있다.

갈등은 성격의 한 측면의 목표가 다른 측면의

의식(consciousness)은 한 개인이 각성하고

목표와 충돌할 때 일어난다. 성격의 세 구조적 측

있는 순간의 기억, 감정, 공상, 관념, 경험 등을

면은 모두 갈등관계에 있을 수 있다. 내적 갈등의

아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신생활의 극히 일부

해결은 욕구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것으로 가

분만이 의식의 범위 안에 포함된다.

정할 경우에, 대부분은 욕구의 방향을 바꾸는 것

전의식(preconsciousness)은 특정한 순간에는

으로 처리된다. 이를 위해서는 성격구조간의 타협

의식하지 못하나 조금만 주의를 집중하면 이용할

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상성격 기능에서도 내적

수 있는 기억을 말한다. 전의식은 의식과 무의식

갈등은 있으며, 갈등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방어기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주로 자

제를 사용한다.

아의 영역에 위치한다.

방어기제는 불안, 죄책감, 갈등, 고민, 드러낼

무의식은 인간 정신의 심층에 잠재해 있으면서

수 없는 욕구 등 자아에 대한 여러 위협에서 스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Freud는 무의식이 의

로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마음의 반응양식을

식적 사고와 행동을 통제하는 힘이라고 생각하였

말한다. 즉 자아가 현실적 또는 합리적인 방법으

으며, 인간의 본능적 추진력, 정열, 억압된 관념

로 불안감을 해결하지 못할 때, 자신이 의식하지

및 감정 등은 무의식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 무

못하는 가운데 비현실적인 방법으로 불안감을 제

의식은 전의식과는 달리 거의 의식되지 않는다.

거하여 자신을 보호하려는 무의식적인 심리적 기
제를 말한다.

3. 마음의 작용

방어기제는 살아가기 위한 전략으로, 한 번 성

성격구조 사이의 부조화와 불일치로 유발되는

공한 방어기제는 계속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불안과 억압, 갈등, 퇴행, 고착 등을 통하여 마음

서 그 사람의 성격 일부가 되는 경우가 흔히 있

작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 따라서 방어기제는 성격형성의 중요한 요인이

불안은 자아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자극

라고 말할 수 있다.

에 의해서 발생한다. 원초아의 욕구는 어떤 방법

억압은 용납될 수 없는 생각이나 욕구 등을 무

으로든지 표출되고 해소되어야 하는 강력한 힘이

의식의 영역에 묻어버리는 방어기제로서 다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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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제나 신경증적 증상을 만드는 요인이 된다.

이 정신분석치료의 목표라 할 수 있다.

억압된 것은 때로는 실언이나 꿈 또는 다른 행동

정신분석치료에서는 무의식적 동기에 의해 지

으로 다시 나타날 수 있다. 퇴행은 심각한 스트레

속적으로 유발되는 정신적 문제나 부적응 행동을

스나 극단적인 곤경에 직면하였을 때 느끼는 불안

수정하기 위해서 자유연상, 저항, 전이, 해석과

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현재와 같은 갈등이 없었던

통찰이라는 기본과정을 포함하는 치료기법을 활용

이전의 발달단계로 후퇴하는 행동을 말한다. 퇴행

한다.

은 그 자체가 병적인 현상이 아니다.

자유연상을 통해서 내담자의 마음 속에 억압된

Freud는 인간은 여러 단계의 발달과정을 거쳐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해석하여, 생각이나 감정

성인기에 이른다고 보았다. 그러나 성인이 된다는

을 야기시킨 어떤 무의식적인 욕구나 감정 또는

것을 매우 큰 위협으로 느끼는 사람은 성장을 멈

적응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으

추게 되는데 이를 고착이라 한다. 고착의 과정을

로, 치료자는 그것을 해석하여 내담자의 통찰을

통해 정서적 성숙은 발달의 어느 특정 단계에 멈

돕는다.

추게 된다. 그 결과로 스트레스에 반응할 때 어린

전이는 내담자의 감정, 생각 및 태도 등을 치료

아이 수준의 행동을 함으로써 자아를 보호받으려

상황에서 치료자에게 느끼는 것을 말한다. 즉, 내

하는 것이다.

담자의 인생초기(유․아동기)에 중요한 인물과 관
련해서 나온 반응 ― 감정, 충동, 태도, 환상, 방

4. 심리적 문제의 해결 과정

어 ― 을 현재의 대상(치료자)에게는 맞지 않는데

정신분석치료의 초점은 무의식적인 자료를 철

도 불구하고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에게 환치하고

저히 분석하는 치료방법을 사용하는 데 있으며,

표현하는 것이다(정방자, 1994). 치료자는 이러

상담의 목표는 문제해결이나 새로운 행동을 학습

한 전이로써 표현되는 내담자의 감정, 신념, 소망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해를 깊이 하기

등을 분석하고 해석하여 내담자의 무의식적 갈등

위해 현재문제와 관련된 과거 속으로 깊이 탐색해

과 문제의 의미를 통찰하도록 돕는다.

가는 것이다. 정신분석치료는 통찰을 얻기 위한

저항은 내담자가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의식

지적 이해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적․무의식적 생각, 태도, 감정, 행동을 의미한다.

이해와 관련된 감정과 기억이 경험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치료자는 내담자의 저항을 분석하고 해

따라서 무의식의 의식화를 통해 자기 성장을 촉진

석하여 그가 무의식적으로 숨기고자 하는 것, 피

하고, 건강한 자기 개념을 형성하며, 성숙된 인간

하고자 하는 것,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대상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

등에 대한 정보를 얻고 그러한 저항과 무의식적인

할 줄 알면서 자기 분석력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

갈등의 의미를 파악하여 내담자가 통찰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천성문 외, 2006). 즉 과거 억압의

돕는다.

틀에서 벗어나 진정 사랑할 수 있고 가치 있는 일

해석은 치료자가 내담자의 꿈, 자유연상, 전이

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인격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

반응, 저항을 통하여 내담자에 대하여 이해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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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내담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내담자가 직면하

욕구와 감정들을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지 않으려 하거나 깨닫지 못하고 있는 무의식적인

만족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신치료

의미를 설명하거나, 그것이 내담자의 문제나 증상

는 과거의 상처 난 주체성을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을 말한

볼 수 있다(이동식, 1989).

다.
통찰은 내담자 스스로 또는 치료자의 도움을

Ⅳ. 경(敬)사상과 정신분석치료 과정의 비교

받아서 자기 자신을 보다 폭넓게 그리고 깊이 이
해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즉, 자신에 대해 점점

1. 인간관 비교

더 깊이, 또 점점 더 넓게 의식하게 되는 의식의

인간관의 관점에서 경 사상과 정신분석 치료는

심화와 확대가 이른바 통찰이다.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

훈습은 내담자가 치료과정에서 느낀 통찰을 현

첫째, 경 사상과 정신분석 치료에서는 모두 개

실 생활에 실제로 적용하여 내담자의 변화가 일어

인의 인격실현(주체성 확립)을 목표로 한다. 경

나는 것이다. 자기이해에 따른 자기변화는 즉각적

사상에서의 최고의 인격실현은 도덕적으로 완숙된

인 것이 아니며 이해에 따르는 상당한 기간에 걸

인물, 즉 성인에 이르는 것이다. 이는 경의 원리

친 실행 혹은 극복의 과정을 요한다. 정신분석치

를 따른 천인합일의 경지를 일컫는 것으로, 천리

료는 이해․통찰보다는 이 실행 과정에 오랜 기간

와 합일되는 경지의 자아(自我)인데, 중용의 표현

이 소요된다.

을 빌리면, 위로는 지극히 높은 경지를 체득하고

이와 같은 정신분석의 심리적 문제 해결 과정을

현실적으로는 남들과의 관계 속에서 시(時), 처

그림2와 같이 도식할 수 있다.

(處), 위(位)에 맞는 행위를 하는 시중(時中)의

정신분석치료 입장에서의 심리적 문제의 극복 또

자아라고 하였다. 정신분석치료에서도 무의식적인

는 해결은 자신 내부에 있는 억압되고 배제되어 있

본능이나 방어기제에 대한 통찰을 통해, 이제까지

었던 유아․아동기적 갈등 및 이 갈등을 야기한 무

무의식으로 억압되었던 자아를 해방시키고, 합리

의식적 욕구, 감정, 태도 등을 내담자가 의식하고 수

적이고 현실적인 인격의 재구성을 치료의 목표로

용하여 자신의 전 성격체제 속에 재통합시키는 것을

한다. 의식화 혹은 통찰이 자아의 자유의 폭을 넓

뜻한다. 이는 곧 무의식의 의식화이며 즉각적이고

혀 주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반사적인 반응들을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인식의 통

둘째,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결정하는 주된 요

제 하에 두는 것이며, 억압되고 도외시해 온 본능적

／해석(解釋, 知的접근)
이해(理解) →

인으로 환경보다는 인간의 내적 요인에 관심을 두

／지적(知的) 통찰

→ 통찰(洞察)

＼공감(共感, 情的접근)

→ 훈습(薰習) → 변용(變容)

＼정서적(情緖的) 통찰

그림2, 심리적 문제 해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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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경 사상은 선의 확고한 근원 정립과 악

고 결정론적이다. 경 사상에서는 대체로 사람은

의 가능성의 분별이 마음의 지향성이며, 거경궁리

세상에 태어날 때 모두가 리의 소재가 한결같아서

와 존양성찰이 그것이다. 정신분석치료에서도 인

지(智)․우(愚)가 생득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

간의 사고와 행동은 성격구조 간의 타협 또는 개

아니며, 기의 작용에 의해서 차별성이 생긴다. 정

인과 외부 현실 사이의 타협에 의해 결정된다고

신분석치료에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며 동

본다. 타협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은 성격 자체

물적인 본능적 욕구를 최대한 만족시키려는 존재

의 무의식적인 충동, 무의식적인 방어기제들이다.

로서, 성적본능과 파괴본능 등의 충동이 가득찬

한편, 인간관의 관점에서 퇴계의 경 사상과 정

것으로 보고 있다. 원초아는 이들을 담고 있는 용

신분석치료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기(container)이며 이런 무의식적 본능이 인간의

첫째, 경 사상에서 인간은 생래적으로 선한 존

행동 대부분을 지배한다고 본다. 인간의 성격은

재라고 가정되며, 정신분석치료에서는 인간이 생

어린 시절의 경험에 따라 형성되고, 그 성격에 의

래적으로 충동적이며 본능적인 악한 존재라고 가

해 인간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보는 결정론적이고

정한다. 경 사상의 선한 요소는 마음의 구성 요소

비관적인 관점이다.

가운데 성(性)에 의해서 설명되며, 성의 속성 가

셋째, 경 사상에서는 성선설에 기반을 두고 천

운데서도 인간의 사회적 심성과 관련되는 인의예

인합일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데 비해, 정

지(仁義禮智, 혹은 信을 포함)의 4덕이 강조된다.

신치료에서는 본능적 충동을 주로 다루며 인간의

경 사상에서는 생래적으로 지닌 선한 요소를 자기

핵심감정을 해소,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

조절을 통해서 우세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본질적

사상에서는 인간의 본성 속에 인의예지의 4덕이

으로 개인의 심리나 행동은 사회화 과정의 산물이

구비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회복하고 잘 보존하는

라기보다 자기 수양의 결과이며, 인간의 심리는

것이 성인이 되는 길이며 천인합일이 될 수 있는

생래적인 선한 요소가 우세해지도록 자기 수양의

근원(이광률, 1996)이라고 하여, 이미 생래적으

목표로 추구함으로써 형성되는 주체적 활동의 산

로 마음 속에 내재되어 있는 본성을 찾아 지키는

물이다. 사회화 과정에서 단지 사회적 환경에 의

것이 경의 원리이며 인격실현의 목표이다. 정신분

해 형성되는 피동적 산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

석치료에서는 인간의 내부에서 무의식적으로 반복

신분석치료에서 인간은 원래 충동적이어서 사회적

하는 유아․아동기적 욕구나 충동, 적응방식에 대

으로 유해할 수 있는 경향성을 지니고 태어난다고

한 통찰 혹은 깨달음이 고착으로부터 자유를 가져

보며, 정상적 발달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사회화

와 지금까지 유아․아동기적 갈등을 방어하는데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이 경향성을 제어할 수 있

사용했던 정신에너지를 그의 현실적인 욕구를 더

다고 주장한다(한덕웅, 1994).

성숙한 방식으로 충족시켜 나가는 데 사용할 수

둘째, 경 사상에서 인간의 본성은 태어날 때부

있게 한다. 그러한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의 변화

터 불변하거나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

는 스스로 현실에 비추어 평가하고 계획하고 선택

나 정신분석 치료에서 인간의 본성은 비합리적이

하고 통제할 수 있는 진정한 주체성의 확립(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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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이다.

주체성 확립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넷째, 경 사상에서 본연지성의 성은 프로이드의
2. 마음의 구조와 작용 비교

초자아와 상응하는 면을 지니지만 그 형성과 기능
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 경 사상에서의 본연지성

마음의 구조와 작용의 관점에서 경 사상과 정

은 생래적으로 지니고 태어난다고 가정되며 성의

신분석치료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

우세는 사회화 과정의 산물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첫째, 경 사상에서는 마음을 일신의 주재자로

자기 결정과 노력에 의해서 획득되는 심적 자기체

보고 있다. 이는 마음이 개인으로 하여금 의지적

계의 산물이지만, 초자아는 초기 발달 과정에서

이고 선택적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통솔함을 뜻

자기 생활에 중요한 타인을 동일시하는 사회화 과

한다. 즉, 일신의 주재란 일절의 의지욕구 등을

정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내재화되어 형성된다.

조정하여 한 개인의 행위를 결정함으로써 일정한

인간관의 관점에서 경 사상과 정신분석치료의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정신분석치료

비교가 심리적 문제해결 과정에 시사하는 점은,

에서 자아는 현실을 이해하고 판단하며 미래에 대

경 사상과 정신분석치료는 생래적 인간의 본성을

한 계획을 세우고 논리적인 사고를 한다. 원초아

바라보는 관점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 충동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욕구충

두 관점은 인간의 심리적인 문제의 원인과 그 문

족의 합리적인 대상이 발견될 때까지 긴장 해소를

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도 차이가 있다. 경 사

유보할 수 있다.

상에 있어서 인간의 심리나 행동은 사회화 과정에

둘째, 경 사상의 본연지성의 성은 정신분석치료

서, 환경에 의해 형성되는 피동적 산물이 아니라

의 초자아와 도덕적 규범으로서 상응하는 면이 있

자기 수양의 결과이며 주체적 활동의 산물이다.

다. 경 사상에서는 성이란 천(天)이 명한 것으로,

반면에 정신분석치료에 있어서 인간의 심리나 행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본성을 말한다. 심에

동은 무의식적 본능과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유

있어서 리가 곧 인간의 본성이며, 본연지성이다.

아․아동기적 갈등 및 방어기제 등 핵심감정을 순

퇴계는 이러한 리를 위주로 말하는 심을 도심이라

화하고 해소하는 무의식의 의식화 과정을 필요로

했다.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성격구조의 재구성 및

완전함을 추구하는 기능으로 한 개인의 도덕적인

전 인격체의 통합을 이룸으로써 심리적 문제는 해

규범에 해당한다. 도덕적 원리 에 의해 지배되

결된다. 그러나 경 사상과 정신분석의 치료 목표

는 초자아의 주된 관심사는 선과 악, 옳고 그름이

는 하나이다. 선한 본성을 바탕으로 천인합일을

다. 따라서 현실보다는 이상을, 쾌락보다는 완벽

추구하는 경 사상과 무의식적 갈등과 핵심감정의

을 추구한다.

해소, 극복을 추구하는 정신분석치료는 문제해결

정신분석치료에서의 초자아는 쾌락보다는

마음의 구조와 작용의 관점에서 경 사상과 정

의 대상과 과정은 다르지만, 마음을 살펴서 통찰

신분석치료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하고 깨달아서 의식을 확대하여 인격의 성숙을 가

첫째, 경 사상에서는 마음의 구조를 여러 개의

져오고자 하는 것은 공통의 목표이다. 즉, 마음의

요소로 나누어보지 않는데 정신분석치료에서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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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의 구조를 작용과 성격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통해서 후천적으로 내재화되어 형성되지만 퇴계심학

요소로 나누고, 이들 상호간에 혹은 그 내용물들

의 성은 생래적으로 지니고 태어난다고 가정된다.

간의 힘들이 상호작용하는 일종의 역동적 구조물
로 보았다. 경 사상에서는 마음을 두 개의 따로

3. 심리적 문제해결 과정 비교

구성된 구조물로 보지 않는다. 하나의 마음을 둘

심리적 문제해결 과정의 비교 관점에서 경 사상과

로 표현한 것은 단지 지각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정신분석치료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

며, 마음이 발동하여 작용할 때 생기는 양면성을

첫째, 경 사상이나 정신분석치료는 모두 개인의

말하는 것일 뿐이다.

인격 성숙을 목표로 한다. 경 사상은 성선설에 기반

둘째, 퇴계의 심은 성과 정이 조절되는 정도에

을 두고 천인합일하여 자신의 인격을 완성하는 것을

서는 개인차가 있다는 점을 시인하지만, 근본적으

목표로 삼는다. 정신분석치료는 현존하는 증상을 제

로 심은 과거 경험의 소산이라기보다 생성 과정

거, 수정 혹은 저지시켜서 혼란된 양상의 행동을 조

중에 있는 자기 조절의 산물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하여 긍정적인 인격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한다.

퇴계 사상에서는 자기 결정과 자기 조절이 극대화

둘째, 문제해결 진행 과정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하고, 이 조건을 달성하는

있다. 경 사상에서 사람됨의 길(경)은 천리를 보존

방법으로 경이라는 구체적 기법이 제안되었다.

하고 인욕을 제거하는 공부에 의해 발현되는 것으로,

셋째, 퇴계의 심은 지속성과 안정성 있는 성격의

거경궁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정신분석

구조만을 나타낸다기보다 생성되는 심적 상태를 설

치료에서는 심리적 문제해결을 위해 치료자는 내담

명하기 위하여 제안된다.

자의 핵심감정을 이해하고 치료적 관계위에서 내담

넷째, 퇴계의 성은 정신분석치료에서 주장하는 초

자의 감정반응에 공감한다. 이러한 과정은 내담자가

자아의 두 기능 가운데 양심에 의한 규범적 제재 기

자신에 대한 의식을 심화, 확대할 수 있도록 해주며

능보다 이상적 자아에 의한 이상 추구 경향에 의해

통찰을 돕는 것이다.

서 더 잘 설명될 수 있다. Freud는 양심의 기능을

셋째, 경 사상과 정신분석치료에서 문제해결을 위

강조하고, 퇴계는 성리학의 자기 성장 목표인 자기

한 지적 접근과 정서적 접근은 상호보완적이며 동시

이상의 기능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적이다. 경 사상에서 거경이 윤리 실천적(정서적)

다섯째, 퇴계는 생래적인 성선적 요소를 인간심리

접근이라고 한다면, 궁리는 인식론적 접근의 길이다.

의 상부구조의 구체적 덕목으로 가정하고 중시하지

정신분석치료에서도 이 두 가지 접근은 상호보완적

만 Freud는 성적이고 생물학적이며 충동적인 하부

으로 동시에 일어난다.

구조의 중요성을 가정한다.

넷째, 경 사상과 정신분석치료에 있어서 인격의

여섯째, Freud의 초자아와 퇴계의 본연지성의 성

변화는 한 번의 통찰로 해결되지 않으며 훈습의 과

은 상응되는 면을 지니지만 이의 형성과 기능에 대

정이 필요하다. 정신분석 치료에서도 일상생활에서

한 견해가 다르다. 초자아는 초기 발달 과정에서 자

이런 것을 반복적으로 깨닫고 수정해 나가는 훈습

기 생활에 중요한 타인을 동일시하는 사회화 과정을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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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문제 해결 과정의 비교 관점에서 경 사

있지만 마음의 내적 요소의 조화를 인격 성숙의

상과 정신분석치료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과정으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경 사상은 긍정적인 면을 확충시켜 성인

셋째, 마음과 행동의 문제 원인을 환경보다 마

의 경지에 이르는 수양법이며, 정신분석치료는 내

음의 내부에 두고 자아 관찰을 통하여 본성을 찾

담자의 부정적인 면, 즉, 정신병리를 주로 다루는

아가는 과정은 두 이론이 매우 유사하며, 인지적

일종의 치료방법이다.

접근과 더불어 정서적 접근을 동시에 필요로 하는

둘째, 정신분석치료는 치료자-환자 간의 긴밀한

것도 공통적인 요소이다. 즉, 정신분석 치료나 경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물론 유교에서도

사상은 모두 개인의 인격 성숙을 궁극적인 목표로

사제 간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

하며 자기 관찰, 감정 조절, 주체성 확립을 강조

나 유교적 수양은 혼자서 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한다.

정신치료에서처럼 양자가 직접 개입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퇴계의 경 사상과 정신분석치료 과정의
비교가 경 사상의 토착적 상담이론의 가능성에 대
하여 주는 시사점은 두 이론이 인간관이나 마음의

Ⅴ. 결 론

구조와 작용, 문제해결 과정에서 많은 공통점과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으로는, 첫째, 경 사상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나 마음의 내적 요소를 중요

과 정신분석치료는 생래적 인간의 본성을 바라보는

하게 다루고, 결과적 산물로써 마음의 본성을 찾

관점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인간의 심리적인 문제

아 인격실현(주체성의 확립)을 하고자 하는 공통

의 원인과 그 문제를 풀기 위하여 해결해야 할 대상

의 상담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일치한다. 경

이 다르다는 것이다. 경 사상에서의 인간 심리나 행

사상의 이러한 면은 인간의 마음을 다루는 상담이

동은 환경이나 사회에 순응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론과 많은 유사점을 공유하는 것으로 한국의 토착

피동적 산물이 아니라 자기 수양의 결과이며 주체적

적 상담이론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활동의 산물로 본다. 정신분석치료에서는 인간 심리

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행동은 비합리적이고 결정론적이며 무의식적 본

경 사상과 정신분석치료를 비교한 본 연구의 의의

능과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핵심감정을 순화하고

는 첫째, 한국인의 문화와 정서를 담고 있는 경 사

해소하는 무의식의 의식화 과정을 필요로 한다. 이

상의 상담심리학적인 요소를 탐색하여 한국적인 상

러한 의식의 확대 과정을 통해 성격구조의 재구성

담이론으로서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었다는 것이

및 전 인격체의 통합을 이룸으로써 심리적 문제는

다. 둘째, 경 사상의 자기관찰을 바탕으로 마음의 내

해결된다.

면을 살피고 본성을 깨닫고 찾아가는 인격실현의 과

둘째, 퇴계는 생래적 인간 심리의 성선적 요소

정은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제적 상담현장에서

를 구체적 덕목으로 가정하지만 Freud는 인간 본

의 적용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능의 성적이고 충동적인 요소의 중요성을 가정한

점으로 볼 때, 한국인의 문화와 정서를 반영하는 토

다. 때문에 성숙 인격으로 가는 과정에 차이점이

착적 상담이론으로서 경 사상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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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아 볼

윤사순(1980). 퇴계철학의 연구. 서울: 고려대학교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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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and Comparison of the Theories of 敬(Gyeong)
Established by 退溪(Toegye) and Psychoanalytic Therapy
Kim, Bu-Seon

Lee, Hyung-Me

Kim, Yeoun Ok

Cheon, Seong-Moon

Kyungsung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s a possibility of using the theory of 敬(Gyeong), established by 退溪(Toegye), as a theory of
consultation suitable for the Korean culture and sentiments. To that end, the theory of 敬(Gyeong) and psychoanalytic
therapy are analyzed and compared in order to examine 1) the viewpoints of a human, 2)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mind, and 3) the processes of resolving psychological problems. As a result, the two theories have a lot in common
as well as differences. Yet, the following suggests that the 敬(Gyeong) theory can be used for consultation theories.
First, as regards the viewpoints of a human, both theories focus on realization of a personality (establishment of identity)
and view that the inner person, rather than environments, weighs more strongly with ideas and behaviors of a human.
Second, with respect to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mind, of 心(Shim), 性(Seong), and 情(Jeong) (of the 敬
(Gyeong) theory) as well as 'super ego', 'ego', and 'id' (of the theory of psychoanalytic therapy), the function of 心(Shim)
corresponds to that of 'ego' and 性(Seong) to 'super ego'. Third, with regard to the processes of resolving psychological
problems, the process of 'studying - refining the mind - realizing morality - learning' is very similar to the process
of 'understanding core emotions - interpreting /sympathizing - discerning - learning'. In addition, both theories agree
that introspection should be done basically at every phase, intellectual and emotional approaches should be done together,
and that training or therapy of realizing a personality cannot be done at a time but should occur gradually, over time.
This study, therefore, suggests the following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and significance. First, follow-up research
shall focus on concrete and practical methods of consultation methods or skills using the 敬(Gyeong) theories in order
to solve a problem of a person. Second, the process of solving a problem, based on the 敬(Gyeong) theory, shall be
actually applied to a case of consultation in order to explore its possibility through trial and error as a consultation
theory with academic system. With such efforts, the 敬(Gyeong) theory can be improved and developed into an
established theory of consultation.
Key Words : Theories of 敬(Gyeong), 退溪(Toegye), Psychoanalytic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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