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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상담은 인간을 다루는 분야로서 상담의 중심에 서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상담의 성격을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
다. 인간은 그가 처해 있는 사회와 문화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 인간을 이해하려면 그가 속해 있는 문화권을 함께 이해해야
하고 이런 인간을 다루는 상담 역시 그 문화에 부합되어야 한다. 중국의 상담은 초창기(1949~1965), 침체기(1966~1977),
소생기(1978~1986), 상승기(1987~현재) 등 네 단계의 발전과정을 거치면서 현재까지 왔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문화와 전
통이 상담에 줄곧 영향을 끼쳐왔는데 그 영향은 주로 유가, 도가 등 전통사상의 영향, 중국이라는 특수한 사회체제의 영향이다.
이 영향으로 인해 중국의 상담은 심리치료와 상담의 미분화, 상담과 사상정치교육의 결부, 지시적 상담에 대한 선호 등 특징을
지니고 있다. 특히 중국이라는 특정사회에서 이 사회에 부합하는 본토화 상담이론을 정립하려는 노력이 상담의 발전 초기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중국 상담의 또 다른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중국 본토화 상담의 연구는 주로 중국의 사회 문화에 부합하는
상담이론 연구, 중국 전통사상에 나타난 상담원리 연구 등 두가지 면에서 진행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주제어 : 중국 문화, 영향, 상담, 본토화

들어가는 말
상담은 인간을 다루는 분야로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상담자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담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하나의 조력 과정이다(이형득, 1998).
이 과정의 중심이 되는 인간은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사회와 집단의 영향을 받기 때
문에, 즉 인간은 하나의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상
담은 또한 문화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한

인간을 이해하려면 그가 속해 있는 문화권을 함께
이해해야 하고, 이런 인간을 다루고 있는 상담 역시
도움을 받고자 하는 내담자가 속해 있는 문화에 부
합되어야 한다.
특히 5천여년의 오랜 전통을 지닌 중국을 놓고 볼
때 전통 문화와 사회적 특성이 상담에 끼치는 영향
은 더욱 심원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 상담의 발전과정과 현주소에 대한 고찰을 통해
중국의 상담이 중국이라는 문화 속에서 어떻게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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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왔는지 살펴볼 것이다.
1. 중국 상담과 심리치료의 발전사
1949년 건국이래 중국의 상담과 심리치료는 네
단계의 발전을 거치면서 오늘까지 왔다(钱铭怡,
1994). 그 첫번째 단계는 1949년에서 1965년에
이르는 초창기로서 이 시기에 아주 소수의 전문가들
만이 상담과 심리치료에 종사하였다. 비록 소수이기
는 하지만 이들은 중국 본토의 상담을 발전시켰는데
그것이 바로 50년대말 60년대초 신경쇠약 치료를
위해 개발된 “쾌속종합요법(快速综合疗 )”이다. 쾌
속종합요법은 의학적 치료와 태극권, 기공( ), 조
깅 등 신체단련을 결부시킨 요법으로서 주된 치료방
법은 강좌 또는 집단 토론형식을 통해 환자들에게
신경쇠약에 관한 지식과 치료방법을 소개하고, 정신
노동과 육체노동과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환자들로
하여금 시간을 합리적으로 배정하고 적극적인 태도
로 자신의 문제와 질병을 직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당시의 연구자료에 의하면 쾌속종합요법의 치료효과
가 가시적이었으며 정신분열증, 고혈압 등 증상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乐国安, 2002).
두번째 단계는 1966년에서 1977년에 이르는 문
화대혁명시기로서 이 시기는 중국 상담의 침체기이
도 하다. 외국의 모든 문화를 부정한 문화대혁명이
었기에 서양에서 들여온 심리학 및 심리학과 관련된
모든 학과들이 배척을 당한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이 시기는 향후 중국의 상담에 큰 영향을 미
친 시기로서 이때부터 주목받기 시작한 사상정치사
업( 政治工 )이 침체기 이후 상담과 결부되면서
현시대 중국 상담의 특색을 이루고 있다.
중국 상담의 세번째 발전단계는 1978년부터
1986년에 이르는 소생기로서 중국의 심리 상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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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된다. 그 첫째는 심리 상담과
관련된 학회의 창립이다. 1979년에 창립된 중국심
리학회 의학심리학 전문위원회는 비록 전문적인 상
담학회가 아니지만 연차대회에서 상담과 심리치료에
관한 논문과 사례들이 거론되면서 상담이 점차 주목
받기 시작하였다. 둘째는 상담자 육성 기관의 설립
이다. 전국 각지에 상담자 육성 기관이 설립되면서
비록 아주 초보적인 수준이기는 하지만 상담 관련
연수들이 진행되었다. 셋째는 상담기관의 설립으로
서 80년대초부터 일부 종합병원과 북경, 상해 등 대
도시의 대학교에 상담진료과 또는 상담소가 부설되
었다. 넷째는 상담관련 연구로서 상담의 초창기에
중국의 상담과 심리치료가 주로 구소련의 영향을 받
았지만 소생기부터는 미국, 독일 등 서양의 상담이
론들이 중국에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하였고, 중유빈
(钟友彬), 루룽광(鲁龙光) 등 학자들을 위시한 상담
의 본토화 작업도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었다(乐国安,
2002).
중국 상담의 네번째 발전단계는 1987년부터 현재
로서 중국 상담의 상승기이다. 이 시기에 주로 소개
되고 사용된 상담방법으로 행동치료, 인지치료, 지지
요법(Supportive therapy), 심리분석, 모리타(森田)
요법, 바이오피드백요법 (Biofeedback therapy), 최
면치료, 인간중심상담, 중유빈(钟友彬)의 인식각성요
법 등을 들 수 있다( 耀先, 李庆珠, 1996). 대표적
인 본토화 상담 이론으로는 중유빈(钟友彬)의 “인식
각성요법 (认识领悟疗 )”(1988), 루룽광(鲁龙光)의
“소통심리치료 (疏导 治疗)” (1989), 그리고 장
야린(张亚林)과 양더선(杨德森)의 “도가 인지치료(
认 疗 )”(1998) 등을 꼽을 수 있다. 뿐만 아니
라 중국 정신위생학회 소속 심리치료 및 상담전문
위원회(1990), 중국 정신위생학회 소속 대학생 상
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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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전문 위원회(1991), 중국 심리학회 소속 상담전
문 위원회(2001) 등 상담전문 학회 또는 위원회가
설립되었고, 중국정신위생 저널(1987), 중국임상심
리학 저널(1993), 건강심리학 저널(1993) 등 상담
과 연관이 있는 학술지도 창간되었다. 전국의 각종
병원과 대학교에는 더욱 많은 상담실이 설치되었고
개인이 운영하는 상담소도 서서히 늘어가기 시작하
였다. 날로 늘어나는 상담수요를 채우기 위해, 그리
고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중국 정부는 2001년 “심리
상담사 국가 직업 기준”을 제정하였고( 华 民共
国劳动 社会保障部, 2001), 2003년부터 전국적으
로 심리상담사 자격시험 제도를 실시하였다.
中

人

和

和

2. 중국 상담의 특징과 문제점
중국의 상담이 네 단계를 거쳐 발전하는 동안 중
국의 문화와 전통 역시 끊임없이 그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이 영향으로 인해 중국의 상담은 다음과 같
은 특징들을 지니고 있다.
2.1. 심리치료와 상담의 미분화

중국 상담의 발전역사를 살펴보면 상담과 심리치
료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었다(乐国安, 2002). 특
히 상담은 의학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데 중국 상
담의 발전 초기 처음으로 상담에 입문하고 또 상담
에 종사한 사람들이 의사들이었고 상담이 진행된 장
소 역시 병원이었다. 50년대말 60년대초에 성행한
쾌속종합요법 역시 의학 치료와 체육단련을 결부시
킨 요법으로서 현재의 전문적인 상담과는 일정한 거
리가 있다. 이런 상황은 현재도 마찬가지이다. 한 통
계자료에 의하면 상담 종사자 중 의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施琪嘉等,
2003). 이 중에는 정신과 의사도 있지만 단지 심리

상담에 관심이 있어서 일정기간의 훈련을 받은 후
바로 병원에서 상담진료를 강행하는 의사도 적지 않
다. 그 이유는 중국 종합병원의 설립 규정상 반드시
상담진료과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병원으로부터 출발된 중국의 상담은 사람들에게
상담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심어주기도 했다. 그 첫
째는 바로 내담자를 모두 정신병원에 갇혀있어야 할
정신병자로 바라보는 시각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1980년대부터 지속적인 발전을 가져온 상담이건만
중국인들에게는 여전히 배척과 회피의 대상이 되고
있다. 둘째로 상담의 진행과정에 대한 오해이다. 병
원의 진단치료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상담 역시 문제
가 생기면 상담자에게 호소하고 상담자가 내어준 처
방대로 행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상담을 진행하는 상담자는 내담자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주고 해결방법을 제시해주는
전문가, 권위자로 인식하고 있다(曾 星, 1997). 따
라서 인간의 주체성과 가능성을 강조하는 인본주의
상담은 현재까지도 중국에서 그 입지를 굳히기 힘들
다.
文

2.2. 상담과 사상정치교육의 결부

사상정치교육은 인간의 정치사상과 행위규범을 연
구하는 분야로서 정치교육, 사상교육, 정신건강교육,
도덕교육 등이 포함된다(卜再元, 1998). 문화대혁명
시기 사상정치교육은 심리학에 대한 배척과 더불어
인간의 내적 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수단으로 급부상
하였다. 당시 인간의 내적 문제는 모두 정치문제, 도
덕문제, 사상문제였다. 그러나 문화대혁명의 종결과
개혁 개방, 그리고 외국 문화의 영향이 점점 커지면
서 정치, 사상, 도덕 등 문제만 다루던 사상정치교육
이 그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
의 심리문제를 다루는 상담과 사상정치교육을 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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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킨 새로운 사상정치상담이 중국 특유의 상담형식
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 결과 사상정치교육을 진
행하던 사람들이 대거 상담활동에 종사하는 현상이
일어났고 중국내 몇몇 안되는 상담관련 과목이 사상
정치학과에 개설되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다.
상담과 사상정치교육의 결부는 또한 중국 대학 상
담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다. 중국정부가 1994년,
1995년과 2004년 세차례에 걸친 법령 발표를 통해
정신건강 교육과 상담을 대학생 도덕교육의 새로운
방법과 수단으로 제시하면서 사상정치교육과 상담을
결부시킨 새로운 사상정치 상담이 대학에서도 중국
특유의 본토화 상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利华,
董 , 2009).
상담과 사상정치교육의 결부에 대해 학자들의 견
해는 보수적이거나 진보적이다. 보수적인 견해에 의
하면 사상은 인간 심리의 방향과 내용, 그리고 인간
의 행위를 지배하는 결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인간
의 사상을 다루는 사상정치교육은 높은 단계에 속하
고, 주로 인간의 심리문제를 다루는 상담은 낮은 단
계에 속한다. 따라서 사상정치교육은 상담활동이 정
확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그 길을 제시해주어야 한
다는 것이다(余晓娜, 2008). 반면 진보적인 견해를
지닌 학자들은 사상정치교육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상담을 통해 그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보완해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에 의하면 사상정치교육의
문제점은 주로 다음과 같은 면에서 드러난다(陈伟,
牟艳娟, 2009).
첫째로, 사상정치교육은 장기간 인간의 사상과 행
위만 강조하고 심리적 측면을 무시하였다. 다시 말
해서 사상정치교육은 사람들에게 정치사상과 행위규
범에 관한 내용만 가르쳤지 대인관계, 정서관리, 사
회적응, 자아개념 등 개인의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
周

娅

이 있는 부분은 거의 무시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상정치교육과 상담을 결부시키면 이런 문제들도
함께 다룸으로써 사상정치교육이 사람들의 일상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인격과 사상을 모두 다
루는 전반적인 사상정치 상담이 될 것이다.
둘째로, 기존의 사상정치교육은 심리문제를 포함
한 인간의 모든 문제를 사상문제, 도덕문제로 획일
화하고 사상정치를 인간의 모든 문제를 판단하는 가
치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나 상담과 사상정치교육을
결부시키면 인간의 심리문제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통해 사상정치문제와 심리문제를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인간의 행위는 사상정치가 결정한다는 기존의
편협한 관점에서 벗어나 성격, 정서, 인지 등 심리요
소 역시 인간의 행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깨
달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인간의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로, 기존의 사상정치교육은 주입식 교육으로
서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정치사상을 주입시켰다.
그러나 이런 교육방식은 비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사
람들의 반감을 사기도 하였다. 상담과 사상정치교육
을 결부시키게 되면 개인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인정
함으로써 깨우침을 주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사
람들이 스스로 판단,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둘 수 있다. 또한 주입식 교육에서는 교육자와 피교
육자가 평등관계가 아닌 상하 관계였지만 상담과 사
상정치교육을 결부시키면 교육자와 피교육자 사이에
서도 상담관계에 필요한 라포를 형성함으로써 사상
정치교육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더 나
아가 피교육자 개개인을 존종함으로써 개개인에게
적합한 개별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위 사상정치 상담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상담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다. 비록 사상정치에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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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인 부분을 가미시키고, 또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평등 관계를 강조하지만 사상정치 상담의 초점은 여
전히 인간관, 세계관, 가치관 등을 포함한 도덕교육
에 있고, 설령 상담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훈육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2.3. 지도원제도

지도원(辅导员) 제도는 중국의 대학 상담에서 간
과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현재 중국내 대부분
대학에는 학생 상담소 또는 상담센터가 설치되어 있
고, 대학생을 위해 부설된 소형 병원에도 상담실이
설치되어 있다. 병원에서 진행되는 상담은 주로 심
리치료로서 약물치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대학에서 상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주로 상담에 관
심이 있는 사상정치학과 출신의 교사, 심리학과 또
는 교육학과 출신 교사, 의학대학 출신 교사, 그리고
지도원이다.
지도원은 대학생 사상정치교육의 핵심역량으로서
주로 학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젊은이들이 맡고 있다.
이들은 대학생들의 인도자로서 사상정치 지도, 학습
생활 지도, 심리상담 등이 이들의 주된 직무이다(王
博, 勇, 2009). 대학생들의 “전업 가정부”로도 불
리는 이들은 대학생 옆에서 그들이 바른 세계관, 가
치관, 인생관을 설립하도록 도와주고, 학업 및 진로
를 지도해주며 일생생활 지도와 더불어 심리문제도
상담해준다(张甜, 2007). 어찌보면 부모의 품을 떠
나 대학에 들어간 새내기 대학생들에게 그들은 부모
의 “대타”인 셈이다. 따라서 이런 지도원은 현재 중
국 대학교의 상담 적임자로 주목받고 있다. 왜냐하
면 대학생들이 그들에게 쉽게 친밀감을 느낄뿐만 아
니라 중국인들이 중요시하는 권위 역시 지도원들에
게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의 대부분 대학에서
해마다 지도원을 상대로 상담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
高

며,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이 취업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로 지
도원직이다.
그러나 지도원 제도에도 문제가 존재한다. 중국
정부의 규정에 따르면 지도원과 대학생들의 비율은
1:200이다. 그러나 실제로 1:400에 달하는 비율은
지도원들을 눈코뜰새없이 바쁘게 만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학생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이들이 관여하
고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정작 그들의 주된 직무인
사상정치 지도, 학습생활 지도, 심리상담 등 업무는
돌아볼 겨를이 없다. 게다가 바쁜 일에 걸맞는 대우
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도원직에서 오래 일하려는
젊은이들이 없어서 지도원들이 자주 바뀌는 것도 실
정이다(王博, 勇, 2009). 그 외에도 지도원들이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한 두개의 상담 관련 과목을
수강하거나 또는 단기간의 상담훈련을 거친 후 바로
상담에 투입되기 때문에 이들의 상담 전문성의 부족
역시 중요한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高

2.4. 전통적인 사회 문화속의 상담

수천년의 역사를 거쳐 형성된 중국 사회 문화의
영향을 받아온 중국인들은 상담에 대한 득특한 시각
을 지니고 있다. 한 조사 자료에 의하면 중국인들이
심리적 고뇌를 겪을 때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해결방
법은 순서대로 다음과 같다(景 斌, 1998). 첫째,
스스로 조절한다. 둘째, 친구들을 찾아간다. 셋째,
가족과 상의한다. 넷째, 동료와 상의한다. 다섯째,
상담기관을 찾아간다.
이 조사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상담은 중국인들이
문제가 생길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최후 수단이다. 이런 현상의 원인을 중국 사회의 문
화적 영향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하나는 모든 심
리문제를 도덕문제, 사상문제, 윤리문제로 취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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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이다. 전통적인 중국사회는 윤리사회로서 윤리
규범, 행위규범 등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따라
서 인간의 심리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윤리도덕적
관점에서 평가, 판단하기 때문에 심리적 문제가 있
는 사람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
람으로 여겨져 사회의 질타를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설령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받게 되더라도 내담자의
호소문제는 자신의 심리 문제보다는 신체 증상에 관
한 내용이 더 많다(乐国安, 2002).
그 다음은 집단이나 단체를 중요시하는 중국 사회
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생활 침해이다. 사생활이
존중받지 못하고 쉽게 침해를 받는 사회 배경속에서
중국인들이 자신의 사생활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은 당연한 일이다. 더 나이가 자신의 사적인 일들을
말해야 하는 상담에 대해 방어적이거나 부정적인 시
각을 갖는 것도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전통문화인 유가, 도가 등 사
상을 살펴보면 인간의 자기 각성과 자기 수련을 많
이 강조하고 있다. 이런 문화적 영향 속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외부의 힘을 빌
어 해결한다는 것은 나약하거나 무능함의 표현일수
도 있다. 따라서 많은 중국인들은 자신의 “체면” 유
지를 위해 될 수 있으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 상담기관을 선뜻 찾으려 하지 않는다.
3. 중국 상담의 본토화 노력
중국의 본토화 상담 연구는 상담의 초창기
(1949~1965)부터 시작되었다. 50년대말 60년대
초에 성행했던 쾌속종합요법은 비록 전문적인 상담
기법이 아니지만 중국 본토화 상담의 첫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침체기(1966~1977)에도 상담의 본토
화 연구는 지속되었다. 인식각성요법의 창시자 중유

빈 (钟友彬)은 침체기에도 중국 본토화 상담기법의
창시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를 비밀리에 강행해왔다.
소생기(1978~1986)와 상승기(1987~현재)에 이
르러 중국 상담의 본토화 작업은 본격적으로 진행되
었다.
중국의 본토화 상담 연구는 주로 중국의 사회 문
화에 부합하는 상담 이론의 정립, 그리고 중국 전통
사상에 나타난 상담 원리 연구 등 두가지 면에서 진
행되어 왔다.
3.1 인식각성요법

초창기(1949~1965)의 중국 상담은 주로 구 소
련의 심리학, 특히 파블로프 학설의 영향을 받고 있
었다. 이런 상황에서 중유빈(钟友彬)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에 관심을 가지고 수십년의 연구와 실
천을 통해 1988년 중국의 심리분석이라고 불리우는
인식각성요법을 정립하였다(钟友彬, 1988).
인식각성요법에 의하면 인간 심리문제의 근원은
아동기에 겪은 정신 외상으로서 이런 외상으로 인한
두려움이 무의식속에 자리잡고 있다가 성인기에 이
르러 좌절을 당하게 되면 다시 나타나 인간의 심리
에 영향을 줌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아동의 태도로
성인의 문제를 대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아동
기에 겪었던 두려움으로 현재의 문제를 바라보기 때
문에 미성숙하고 유아적인 심리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치료과정에서 상담자가 해야 할 일은 내담
자에게 현재의 문제는 내담자가 유아적인 태도로 성
인기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라고 설명해줌으로써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
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그 기초위에 이에 대한 철
저한 각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 설
명은 두가지 내용을 포함한다. 그 하나는 왜 유아의
태도로 성인의 문제를 바라보는가에 대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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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유빈(钟友彬)은 인간의 연령을 실제 연령, 생리
연령, 지능 연령, 정서 연령 등 네가지로 구분하였는
데 그 중에서 정서 연령이 기타 연령보다 그 발전이
느릴 수 있다. 이런 정서의 미성숙이 평소에는 드러
나지 않지만 큰 좌절을 당할 때 두려움의 정서 반응
이 절대적 우세를 차지하면서 퇴행을 일으켜 유아적
인 태도로 성인기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내담자의 개별적인 문제에 대한 개별적 접
근을 시도함으로써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도록 설명하는 것이다. 즉 보편적인 설명과
개별적인 설명을 병행하는 것이다. 상담자의 설명을
통해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더 나아가
이 문제에 대해 철저히 각성하게 되면 그는 더 이상
유아심리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고 결심하고, 건강한
성인의 태도와 행동양식으로 유아적인 태도와 행동
양식을 대체한다는 것이다(钟友彬, 1999).
이와 같이 중유빈(钟友彬)의 인식각성치료는 인식
과 각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서 인식은 상
담자의 귄위있고 설득력있는 설명을 통해 이루어지
고, 각성은 그 기초위에서 내담자 스스로의 깨달음
을 통해 이루어진다. 인식각성치료의 이런 치료방법
은 타인의 권위적인 인도하에 철저한 자기 각성을
중요시하는 중국의 전통사상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강박증, 공포증, 성도착증 등 증상의 치료에 효과적
이며 현재 중국의 상담 종사자들이 가장 즐겨 사용
하는 상담이론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간관, 역사관, 정치 철학 등 인간 사회의 제반 문제
들을 모두 다룸으로써 하나의 통일된 철학 사상을
제시하였다. 특히 주류보다는 비주류에 속한, 양지보
다는 음지에 위치한, 가진 자의 것보다 없는 자의
것인 노자의 철학 사상은 수십세기 동안 수많은 백
성들에게 의식적이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많은 영향을
미쳐왔고 이런 이유로 인해 노자의 철학 사상은 도
움이 필요한 내담자에게 더욱 적절한 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张亚林, 1999).
장야린(张亚林)과 양더선(杨德森)의 도가 인지치
료( 认 疗 )는 인간의 모든 문제가 스트레스로
인해 일어난다고 보고 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인간
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유스트레스 (Eustress)와
디스트레스 (Distress) 두가지인데 그 중에서 디스
트레스가 바로 문제의 원인이다. 스트레스가 형성되
는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내면에 있는 가치 체계이다. 가치 체계는 인간이 사
물을 대하는 태도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정서와 행
동양식도 함께 제약한다. 따라서 도가 인지치료는
노자의 도덕경 에서 도출해낸 몇가지 원칙을 기
초로 인간의 마음을 다스림으로써 단기적으로 직면
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심신의 건강
을 증진하여 질병을 예방하는 것을 치료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도가 인지치료가 노자의 도덕경 에서 도출해낸
원칙은 네가지인데 그 첫째는 “이이불해, 위이부쟁
(利 害 为 争)”으로서 전자는 자신과 타인,
그리고 천하에 유익된 일만 하고 해가 되는 일은 하
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후자는 무엇이든 최선을 다
해 하되 명예나 이익을 좇지 않고, 타인과 비교하지
않으며 시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두번째는 “소
사과욕, 지족지지( 私寡 足 )”로서 사심과
道家

「

중국의 대표적인 전통사상으로 유가와 도가 상담
을 들 수 있다. 그중 유가 사상은 역사상 줄곧 통치
사상으로 이용되어 왔는데 주로 윤리학과 정치학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반면 철학에 기초를 둔 도가
사상은 우주 본원론과 생성론으로부터 출발하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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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욕, 명예욕을 줄이고 만족할 줄 알며 적당한 선에
서 그만둘 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번째는 “지화처
하, 이유승강( 处 柔 刚)”으로서 전자는 조
화를 이룰 줄 알고 낮은 곳에 처할 줄 아는 사람이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피할 수 있고 안정적이고 조화
로운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후자는
천하에서 가장 부드러운 물을 예로 들어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김을 보여준다. 네번째는 “청정무위, 순기
자연(清净无为 顺 )”으로서 이것은 노장 철학
의 핵심 사상이기도 하다. 전자는 일부러 또는 함부
로 무엇을 하지 않음을 의미하고, 후자는 자연의 법
칙을 거스르는 일을 무리하게 하지 않는 것을 의미
한다.
도가 인지치료의 치료과정은 모두 ABCDE다섯
단계로 구성되었는데 그 첫번째는 내담자 현재의 스
트레스 요인(Actual stress factors)을 조사하는
단계이고, 두번째는 내담자의 가치체계(Belief
system)를 알아보는 단계이고, 세번째는 심리 갈등
과 대처방식(Conflict & Coping style)을 분석하
는 단계이고, 네번째는 도가 철학사상을 도입
(Doctrine direction)하는 단계이고, 마지막은 치료
의 효과를 평가(Effect evaluation)하는 단계이다
(张亚林, 杨德森, 1998).
知和

，

下，以

胜

실정에 부합하는 본토화 상담과 중국 특색의 상담이
론을 정립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비록 중
국인들이 여전히 상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
고 있고, 상담자들의 전문성과 그들에 대한 전문적
관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상담 전문 저널도 여전히
부재하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존재하지만 바로 이
런 문제점들이 중국의 상담 종사자들에게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줄 것이다.

其自然

4. 결 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의 상담은 발전과정
에서 문화와 전통의 영향을 줄곧 받아왔다. 중국 문
화와 전통의 영향은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
나는 유가, 도가 등 전통사상의 영향이고, 또 다른
하나는 중국 사회주의 체제의 영향으로서 사상정치
상담이 바로 여기에 속한다.
이런 영향 속에서 중국의 상담은 중국의 문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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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fluence of Chinese Culture on Counseling
Liu, Sheng-Ai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Hangzhouschoolofadministration, Hangzhou, Zhejiang
Like any other human activity, counseling is inevitably influenced by the socio-cultural context and such influence is

— the beginning period (1949-1965),
the recession period (1966-1977), the revival period (1978-1986), and the rising period (1987 to present) — the
substantial. Throughout the four periods that counseling has undergone in China

socio-cultural influence on counseling primarily from the traditional philosophies such as Confucianism and Taoism,
and the current socio-cultural context, has never ceased. It is this unique influence that has made Chinese counseling
characteristic of a mixture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a combination of ideological and political education, and
the preference of directive counseling. Meanwhile, another feature of Chinese counseling, emerging at the beginning
period, is the localized study of counseling, which mainly focuses on the areas: developing counseling theory of
Chinese characteristics based upon the Chinese socio-cultural context, and applying Chinese traditional thoughts into
counseling practice.

Key Words : Chinese culture, influence, counseling, loc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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