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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국민소득과 행복에 대한 각종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민소득이 어느 수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양자
간에 상관관계가 성립하지만 그 수준을 넘어서면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2011년 세계은행(World
Bank)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1인당 1인당 GDP 순위는 14위이었고, 1인당 국민소득은 20,757달러로서
44위를 차지했다. 2012년 OECD 건강자료에 따르면 2010년을 기준으로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0.7년을 기록해 OECD 국가 평균 79.8년 보다 0.9년 높았지만 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세계 1위로서
인구 100,000명 당 33.5명으로 OECD 국가 평균 12.8명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케인즈(Keynes)는 생산량은 증가하지만 유효수요의 부족으로 재고가 누적되어 결과적으로 실업이
증가하는 현상을 ‘풍요속의 빈곤(poverty midst plenty)’이라고 명명했다. 현대인은 케인즈가 지적한
구조적 빈곤을 극복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지적한 빈곤과는 차원이 다른
또 다른 유형의 빈곤에 직면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물질적 풍요 속의 정신적 빈곤’이다.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풍요 간의 간극은 케인즈의 빈곤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이
역사상 유래 없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현대인들이 다양한 정신적 고통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로
증명된다. 1952년 출판된 정신장애진단통계편람 1(DSM-I)은 106가지의 정신장애를 제시하고 있는데
1994년에 출판된 DSM-IV는 무려 297가지의 정신장애를 분류하고 있다. 2013년에 발간될 예정인
DSM-V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유형의 정신장애들이 제시될 것이라고 한다.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문명이 진보할수록 정신장애의 종류가 증가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물질적 풍요 속의 정신적 빈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어렵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물질적 풍요는 과학, 기술, 사회제도에 의해 달성될 수 있지만 정신적 빈곤은 그런
방식만으로는 치유될 수는 없다. 어떻게 정신과 물질의 비대칭성을 해결할 수 있는가? 정신적 빈곤과
그로 인한 마음의 병은 물질적 풍요와는 큰 관련 없이 인간의 병이고 실존적 병이기 때문에 인문학적
관점에서 이해되고 해명되고 치유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인문학은 어떻게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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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 글에서 그런 질문들에 대한 하나의 답변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는 우울증을 비롯하여
세대, 인종, 국가를 넘어서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마음의 병들을 치유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으로서
인문치료(humanities therapy)를 소개할 것이다. 이 글은 마음의 병에 대한 인문치료적 접근을
이론적 차원과 방법론적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다. 즉, 인문치료의 정체성(what)과 방법(how)을
동시에 고려할 것이다. 논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인문치료의 성립과 아젠다를 간략히
소개하고 강원대학교 인문치료사업단의 현황을 보고할 것이다. 3장은 인문치료의 대상으로서 마음의
병을 검토하면서 그 유형과 특징 및 간단한 진단체계를 제시할 것이다. 4장과 5장은 인문치료의
방법을 다룬다. 4장에서는 인문치료의 구체적 모형으로서 목적론적 모형(teleological model)을
소개하고 이어서 5장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임상적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할
것이다.

2. 인문치료
인문치료(humanities therapy) 개념은 전술한 물질적 풍요 속의 정신적 빈곤이라는 세계적 문제에
대한 반응인 동시에 한국의 특수한 시대적 산물이다.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기술의 환경 속에서
전통적인 인문학적 가치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현상을 목격한 한국의 인문학자들은 위기의식을
갖게 되고 2006년에는 121명의 고려대 교수들이 “한국에서의 인문학의 위기”를 선언하게 된다. 그
뒤를 이어 인문학이 위기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다양한 진단들이 제시되었고 국가적 해결책으로
인문한국(Humanities Korea) 지원 사업이 2007년 시행되었다.1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인문치료 개념은 강원대학교 인문치료사업단을 통하여 2007년 11월에
등장했다. 인문치료사업단은 인문치료를 단순히 마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이론적 토대를 갖춘 학문으로 제안했다. 인문치료사업단의 공식 아젠다는 “인문학 진흥을 위한
‘인문치료학(Humanities Therapy for Promoting Humanities)’”이다. 인문치료사업단은 우리 사회가
인문치료를 연구해야 하는 당위적 배경으로서 다음을 제시했다.2
• 현대 사회의 병리 현상 증가와 현대인의 정신적 위기
• 한국 인문학의 사회적 고립과 위기
• 한국 내 인문학에 관한 잘못된 인식
• 한국 내 인문학 분야의 학문적 폐쇄성
• 지역·국가 발전계획에서 차지한 인문학의 좁은 입지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인문치료는 일차적으로 현대사회에 창궐하고 있는 마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1 한
 국에서의 인문치료 개념의 등장에 대해서는 Young E. Rhee (2011)을 참조.
2 강원대학교 인문치료사업단(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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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이차적 목적을 갖고 탄생했다. 인문치료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를
제시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그것이 학문으로서 정립되기 위해서는 많은 요소들이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강원대학교 인문치료사업단은 인문치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인문치료학’은 인문학적 치유를 통한 참다운 ‘정신적 웰빙(well-being)’의 추구라고 하는
최종적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문학치료, 철학치료, 어학치료, 예술치료 등 각 분과의 성과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실용적인 인문치료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하는 새로운 학문 분야이다.3
위의 정의에 따라 강원대학교 인문치료사업단은 철학치료, 문학치료, 어학치료, 예술치료와 치료사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단의 과제는 다섯 분과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융합하여 인문치료학을
창출하는 데 있다.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학문은 치료 대상과 방법을 통해 그 정체성이 구체화되는 데 그것들이
고유할수록 인문치료의 정체성은 분명해질 것이다. 인문치료에서의 ‘치료’라는 말의 의미가
의학치료에서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인문치료의 이론과 방법은 실천적 활동을 통하여
현실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 효용성이 입증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인문치료는 실천인문학의 좋은
예이다. 강원대학교 인문치료사업단은 지난 5년 동안의 학술 연구와 실천 활동을 통하여 국내외적으로
인문치료의 의의와 필요성을 알리는데 성공해 왔다. 그 결과 강원대학교 인문치료사업단은 2013년에
인문치료 대학원 과정을 개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경북대학교 인문치료 특성화 사업단
역시 2013년에 학부 과정에 인문치료 연계전공 강좌를 개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조만간
인문치료가 국내 대학에서 정식으로 교육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대학교 사업단은 매년 인문치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해 왔는데, 특히 2012년 대회는 제11차
철학실천 국제학술대회(The 11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hilosophical Practice, ICPP)를
유치하여 진행되었다.4 제11차 ICPP는 4일 동안 ‘철학과 인문학에서의 치료적 실천의 다양성(The
Multiplicity of Therapeutic Practice in Philosophy and Humanities)’을 주제로 개최되었는데
외국학자 45명(24개국)과 국내 학자 30명이 참가하여 4회의 기조강연과 80여 편의 발표를 통해
현대사회에서 철학과 인문학이 차지하는 치료적 역할이 심층적으로 논의되었다. 이 대회를 통하여
인문치료와 철학실천이 결합되고 외국 학자들이 인문치료를 직접 피부로 느끼는 공간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개발된 인문치료의 이론 및 방법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강원대학교 인문치료사업단은 개발된 이론 및 방법론을 이용하여 초등학교, 지역자활센터, 군부대,
교도소,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하나센터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인문치료 실천 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런 활동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들은 그 동안 개발된 치료 방법 및 모형을 점검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다. 인문치료사업단은 제3단계 연구가 시작되는 2013년부터는 인문치료 콘텐츠를

3 Ibid.
4 인문치료 국제학술대회에 관한 기본 정보는 홈페이지(www.ht21c.org)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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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 분야별로 정리하여 인문치료학을 정립하기 위한 마무리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5
지금까지 강원대학교 인문치료사업단을 중심으로 인문치료의 성립 과정과 전개 과정을 간략히
소개했다, 이제부터는 인문치료의 대상과 방법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3. 마음의 병
인문치료의 대상은 마음의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마음의 병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이 글에서 마음의 병은 통상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정신질환이나 정신장애와는 다르게 보다
더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해되는 질병의 반대편에는 포괄적 건강 개념이
있는 데, 그런 건강 개념은 세계보건기구(WHO)의 헌장(1946)에서 발견된다.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걸리지 않거나 몸이 허약하지 않다는 것을 넘어서 완전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참살이의 상태이다.
WHO 헌장에서 지적된 신체적 참살이의 상태가 흐트러진 경우를 신체의 병(disease of body)이라고
하고, 정신적이나 사회적 참살이의 상태가 구현되지 못한 경우를 마음의 병(disease of mind)이라고
하자.6 우리는 마음의 병은 다양한 차원이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는 데. 김영진(2004)은
질병을 육체적 병, 정신의학적 병, 철학적 병으로 구분하는데,7 그의 구분에 따르면 마음의 병은
정신의학적 차원과 철학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대인의 대표적인 마음의 병에
해당하는 우울증을 살펴보자. 과학자들에 따르면 중증 우울증은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이 장상보다
적게 분비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런 설명이 옳다면 프로작(Prozac)처럼 도파민의 분비를
통제하는 약물을 이용하여 중증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모든 마음의 병이
인문치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선천적으로 도파민이 적게 분비되어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은
신경정신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모든 우울증 환자가 신경정신치료의 대상이라는 말은 아니다.
한편 메리노프(Marinoff)는 우울증이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차원을 갖는다고 지적한다.8 ① 뇌의
이상, ② 암페타민이나 알코올의 부작용, ③ 어릴 적 정신외상(trauma), ④ 도덕적이나 금전적으로
심한 딜레마. 메리노프에 따르면 ①과 ②는 신경정신치료의 대상이고, ③은 심리치료와 철학상담의
대상이며, ④는 철학상담의 대상이다. 우울증이 이처럼 다양한 차원을 갖는다면 우리는 그 중 어느 한

5 강
 원대학교 인문치료사업단에 대한 기본 정보는 홈페이지(http://www.humantherapy.co.kr) 참조.
6 신체의 병과 마음의 병을 구분한다고 해서 신체와 마음이 엄격히 구분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 글에서
제시된 마음의 병 개념은 최근 인지과학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체화된 마음 이론(Theory of embodied mind)
을 토대로 제시되었다. 이에 대한 논의는 A. Clark and D. Chalmers (1996), F. Valera, E. Thompson, E. Rosch
(1991), Young E. Rhee (2008a, 2010b). 참조.
7 김영진(2004), pp. 36-37.
8 L. Marinoff (1999), pp. 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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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차원만을 강조하는 접근으로는 그 병을 치료할 수 없을 것이다. 인문치료의 주 대상은 김영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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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에서 철학적 병, 메리노프의 분류에서 ④이다. 인문치료의 당위성과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둘째 차원의 마음의 병, 즉 철학적 병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겪게 되는 실존적
병이다. 철학적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이해해야 하는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철학적 병을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진단할 수 있다.9
• 존재적 원인 : 삶의 목적 상실, 세계관의 혼란
• 인식적 원인 : 인식적 오류, 무지의 오류, 지식의 오남용
• 논리적 원인 : 형식적, 비형식적 오류
• 윤리적 원인 : 도덕성 상실, 도덕적 판단 기준의 부재
• 미학적 원인 : 미적 감각 상실, 미적 판단 기준의 부재
위에서 제시된 체계는 철학의 전통적 분야들을 반영하여 철학적 병을 분류하고 진단한다. 문학을
비롯한 인문학 분야들은 나름대로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 고유한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제시된 것과 다른 분류법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혹자는 인문학의 분야마다 고유한 분류법을 제안할
경우에 발생할 개념상의 혼란을 우려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기우이다. 인문학의 근원적이고
포괄적인 성격을 고려할 때 분류법의 다양성은 단점이 아니라 장점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인문학은 과학이 아니라는 점이다(그렇다고 반드시 과학과 대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삶을 해명하기 위해 인문학이 제공하는 이론적이고 방법론적 다양성은 철학적
병을 이해하고 치유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철학적 병은 정상인이 앓는 병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병을 일상적 의미에서 의 질병이나
장애라고 부를 수 없고 그 병에 걸린 사람을 ‘환자’라고 부를 수도 없다. 철학적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한편으로는 일상적 의미에서의 환자가 아닌 것이 분명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실존적 병을
앓고 있다는 점에서 역설적으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환자이다. 김영진은 철학적 병은 신체적 병이나
정신의학적 병에 비해 더 가치 지향적이며, 자신보다는 타인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준다고 지적한다.10
이런 점에서 철학적 병은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나타난다. 김영진은 우리나라에 고유한 철학적 병의
대표적 예로서 광신적 민족주의, 효(孝)이기주의, 패거리주의, 왜곡된 주체사상, 의리주의, 왕따 등을
들고 있다.
이런 점에서 철학적 병의 주체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철학적 병은
개인의 병이 아니라 사회의 병일 수 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특정 사회가 특정 시기 동안 사회적
건강을 잃고 병리 현상을 보인 경우를 보아 왔다. 예를 들어 1933년부터 1945년까지 히틀러 통치 하의
독일사회가 그렇고, 1950년부터 1954년까지 매카시즘(McCarthyism) 하의 미국사회가 그렇다. 많은
학자들이 현대 사회의 철학적 병의 원인을 진단해 왔다. 예를 들어, 마르쿠제(Marcuse)는 『일차원적
인간』(One-Dimensional Man, 1964)에서 당시의 서구 사회가 ‘과다소비병’에 걸렸다고 지적했다.

9 Young E. Rhee (2010), p. 40.
10 김
 영진(2004), pp. 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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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들은 소비중심사회에서 광고와 선전에 현혹되어 자신들의 잘못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대상을
추구함으로써 그렇지 않았더라면 달성할 수도 있었던 보다 나은 사회에 대한 꿈을 포기하게 된다.
한편 한병철은 『피로사회』(Müdigkeitgesellschaft , 2010)에서 현대인은 무한한 긍정성이 인정되는
성과사회(Leitungs-Gesellschaft)에 살고 있다고 진단한다. 전통사회가 광인과 범죄자를 낳는 반면에
성과사회는 성과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우울증 환자와 낙오자를 양산한다. 수년째 자살에 의한
사망률이 세계 1위인 한국사회의 병은 어떻게 해명할 수 있을까? 마르쿠제가 진단했듯이 우리사회의
병의 원인은 과도한 소비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파산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자살의 일차적 원인은
우울증일 수 있으며, 한병철이 진단했듯이11 우울증은 단자 ‘자아의 경제’라는 차원에서만 분석될 수
없고 사회적 차원에서 해명되어야 한다. 마르쿠제와 한병철의 견해를 통해 분명해진 것은 철학적 병의
원인이 사회 구조적 원인을 갖는다는 점이며, 이런 점에서 철학적 병을 치유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 양방향으로 접근하고, 치료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4. 목적론적 모형
지금까지 우리는 인문치료의 대상으로서 마음의 병과 특히 철학적 병을 검토해 보았다. 이로써
우리는 무엇(what)에 대한 질문에 어느 정도 대답을 한 셈이다. 이제 어떻게(how)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자. 어떻게 철학적 병을 치료할 것인가?
내가 이글에서 제시하려는 치료 모형은 목적론적 모형(teleological model)이다. 나의 모형은 두 가지
이론적 토대가 있는데 그것은 체화된 마음 이론(theory of embodied mind)과 행위에 대한 목적론적
설명이다. 그 두 이론을 간단히 살펴보고 이어서 목적론적 치료 모형을 논의하기로 하자.
체화된 마음 이론은 마음을 몸과 몸이 처해있는 환경과의 관계에서 파악하려는 이론이다. 우선
마음이 체화되었다는 주장은 존재론적으로 그리고 인식론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존재론적으로
체화된 마음 개념은 마음이 생물학적 기반인 두뇌와 신경계를 포함한 몸에 구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므로 인식론적으로는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몸의 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특징 때문에 체화된 마음 이론은 몸과 마음을 엄격히 구분하는
실체이원론(substance dualism)이나 그 두 가지를 동일시하는 물리주의(physicalism)와는 대립하지만
속성이원론(property dualism)이나 기능주의(functionalism)와는 양립 가능하다.12 체화된 마음

11 한
 병철(2012). p. 26.
12 체화주의는 다양한 버전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다마지오(Damasio, 1999, 2003)나 에델만(Edelman, 2004)의 체
화주의는 비환원론적 속성이원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클락(Clark)이 주장하는 체화주의는 기능주의적 성격을
갖는다. 인지과학은 1970년대 이후로 기호주의(symbolism)와 연결주의(connectionism)가 지배해 왔다. 체화된 마
음 이론은 이런 상황에서 1990년대 이후로 인지과학 분야에서 제3의 연구 프로그램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체화된
마음 이론은 현재 체화된 인지, 확장된 인지(extended cognition), 분산된 인지(distributed cognition), 상황화된
인지(situated cognition)에 대한 이론으로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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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담당한다면 몸이 처해 있는 환경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생명체로서의 인간은 제한된 인지처리 능력 때문에 정보처리과정을 환경에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진화해 왔다. 인간 신경계의 일차적 기능은 지각과 운동을 처리하는 것이고 대부분의 인지적
활동은 환경과의 즉각적인 상호작용으로부터 진화해 왔다. 체화된 마음 이론은 감각 운동 능력이
환경과 성공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주목하여 마음, 몸, 세계가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주고받고
생명체로서의 적응도를 높이는 방식을 설명한다.
체화된 마음 이론은 건강과 질병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마음이 건강하다는 것은
마음이 몸을 통하여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과 조화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음의 병은
몸-마음-환경 간의 조화가 깨졌을 때 발생한다. 마음의 병에 대한 이런 설명은 우리가 WHO가 제시한
건강의 세 가지 차원, 즉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차원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를 제공한다.
이제 두 번째 이론적 요소인 행위에 대한 목적론적 접근 방식을 살펴보자. 인간의 행위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전통이 있는데, 그것은 인과적 설명(causal explanation)과 목적론적
설명(teleological explanation)이다. 인과적 설명 전통은 인과관계를 이용하여 피설명항의 발생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 자살시도 행위는 <도파민 방출량의 부족 → 우울증 → 자살시도> 라는 물리적
인과들의 연쇄로 설명된다. 여기서 각각의 인과적 연쇄를 지배하는 법칙이 있다고 가정된다. 그러나
인과적 설명은 비생명체의 운동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인간의 행위를 설명하는
데는 근본적 한계를 갖는다. 그것의 으뜸가는 이유로는 인간은 지향성을 갖는 존재라는 데 있다. 여러
학자들이 인간의 행위는 물리적 인과 법칙에 포섭이 될 수 없는 지향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들어
행위에 대한 인과적 설명 전통을 비판해 왔다.13
행위에 대한 목적론적 설명 전통은 행위자가 지향하는 목적(telos)을 들어서 그의 행위를 설명한다.
목적론적 설명 전통에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하여 여러 학자들이 속하는데 나의 모형의 토대가
되는 것은 폰 리히트(von Wright, 1971)의 실천추리(practical inference, PI) 구조(scheme)이다. 폰
리히트에 따르면 인간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 A는 P를 달성하기를 의도한다.
• A는 S를 하지 않고서는 P를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 그러므로 A는 S를 하는 것을 착수한다.
PI 구조를 자살의 경우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 철수는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를 원한다.
• 철수는 자살을 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명예를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한다.
• 그러므로 철수는 자살을 시도한다.

13 W. Dray (1957), R. Collingwood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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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누군가 왜 철수가 자살을 시도했는가라고 묻는다면 그는 자살을 통해 자신의 명예를 지키려고
의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폰 리히트의 PI 구조는 원래 행위를 설명하기 위해 제안되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치료 모형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제 앞에서 논의된 체화된 마음 이론과 폰 리히트의 PI 구조를 결합하면 목적론적
치료 모형의 골격이 완성된다.14 목적론적 모형에는 다음과 같이 4 단계의 치료 과정이 있다.
• 제1단계 : 자신이 처한 상황을 기술함
- 물리적 환경?
- 정신적 환경?
- 사회적 환경?
• 제2단계 : 자신의 목적, 지향성, 의도를 파악함
- P가 진정한 목적이나 지향적 대상인가?
- P는 혹시 최종적이 아니라 다른 것을 달성하기 위한 중간 목표는 아닌가?
- P가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 제3단계 : 자신의 규범 및 덕의 체계를 기술함
여기서 치료사의 과제는 내담자가 상술된 특정 상황으로부터 출발하여 자신의 목적으로 나가갈 수
있는 길을 가치 체계 및 덕 체계와 연관하여 반성하도록 돕는 것이다. 치료가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치료사의 숙련된 경험뿐만 아니라 내담자의 지혜와 의지력이 요청된다.
• 제4단계 : 이전 단계에서 파악된 길이 진정한 해결이었는지를 내담자가 확인하고 자신의 치유
결과를 사회에 환원함
상담 분야에서 흔히 발생하는 치명적 문제 중 하나는 치료사가 볼 때 내담자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점이 분명해지고 내담자 자신도 그 점을 인정했을 때 상담이 종료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철학적 병을
치유하는 과정은 그 시점에서 종료될 수 없는 데 그 주된 이유는 내담자가 판단한 해결이 일시적이거나
피상적이었을 뿐 진정한 해결이 아닐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담자는 자신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는 데 그것은 매 단계에서 충분한
반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내담자는 스스로 반성적 사고를 통하여 자신의
문제가 진정으로 해결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내담자의 문제가 진정으로 만족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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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Young R. The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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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담자는 이미 인문치료사이다. 그 사람은 자신의 체험을 타인과 공유함으로써 자신이 속한 사회의
건강을 증진하는 일에 참여하게 된다.
다음은 목적론적 모형을 이용한 인문치료 과정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작업지(worksheet)들이
있는데, 다음은 그 중 상담 초반기에 주로 사용되는 기본적 작업지지이다.

작업지

•물리적 환경
•정신적 환경
•사회적 환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정당화(규범, 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정당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정당화
•
•
•

•목적

5. 사례
나는 지난 5년 동안 목적론적 모형을 군 장병들과 죄수들에게 적용하면서 적합성과 효율성을
점검하면서 보완 작업을 진행해 왔다. 다음은 병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장병에 대한 치료
사례의 보고이다. 상담 규정에 따라 등장하는 이름은 가명을 사용했다.
※※※
내가 김철수 상병을 만났을 때 그는 23살이었고 작은 키에 어두운 얼굴에 불안해 보였다. 김
상병과의 상담은 1년 동안 13회에 걸쳐서 진행되었는데, 처음 3회는 김 상병의 상황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었고 마지막 회기를 제외한 9회는 김 상병의 상황으로부터 목적으로 나아가는 길을 탐색하는 데
할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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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상병은 신병 훈련을 마친 후 최전방을 담당하는 육군 OO보병사단 포병부대에 배치되었는데 그의
말에 따르면 그가 부대에 도착한 날부터 그뿐만 아니라 그의 부대는 심각한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었다.
첫째 문제는 김 상병이 몸이 약해서 포병부대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했다. 김 상병은
59kg의 약골이었는데 20kg-80kg이 나가는 포탄을 드는 것은 무리였고 그 때문에 훈련 중에 지적을
받는 일이 빈번해졌다. 이런 일로 훈련 점수를 낮게 받게 되자 부대원들은 점차 그를 ‘왕따’시키기
시작했다. 같은 내무반을 쓰는 동료 사병들은 그에게 말을 건네지 않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김 상병의
스트레스는 쌓여만 갔다. 이처럼 문제가 심각해지자 대대장은 김 상병을 행정반으로 옮겨주었지만
그는 거기에서도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다. 고등학교를 중퇴했기 때문에 행정을 처리하는 데 모르는
점이 많아 사람들이 그를 무시해서 업무처리를 제대로 하기가 어려웠다. 대대장은 다시 김 상병을
탄약관리반에 배치했지만 근무 중에 탄약고 근처에서 담배를 피웠기 때문에 영창을 가고 마지막으로
취사반에 배치되었다. 그러나 김 상병은 취사반에서도 자신을 무시하는 후임병들과 자주 말다툼을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일정한 보직이 없이 부대의 잡일을 하도록 배치되었다. 김 상병은 이 일로
매우 상심하여 자살을 충동을 느꼈다고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고, 내가 김 상병을 만났을 때는 바로
그 시점이었다.
상담을 통해 드러난 김 상병의 가족 상황과 성장 과정은 다음과 같았다. 김 상병의 아버지는
대기업에 근무했는데 주식투자에 연거푸 실패하면서 파산했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종종 식구들을
폭행하고 음독자살을 몇 차례 시도했다고 한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김 상병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집을 나갔고 아버지는 지금까지 여섯 차례나 재혼했다. 김 상병에게 여자 친구가
있느냐고 물어 보자 입대 전에는 여자 친구가 몇 명 있었지만 현재는 없다고 했다. 여자 친구를 사귄
기간도 길어야 6개월 정도라고 했다. 내가 상담한 병영생활 부적응 장병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불우한 성장과정과 여자 친구가 없다는 점이었다. 김 상병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은
순탄하지 않았다.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결석하는 날이 많았기 때문에 학교 친구
들은 서너 명에 불과했고 그들마저도 김 상병이 면회를 자주 오지 않는다고 불평을 해대자 관계가
소원해졌다.
김 상병이 기술한 상담 작업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물리적 환경 : 신체적 허약
• 정신적 환경 : 자살시도 직전
• 사회적 환경 : 왕따 당하고 있음
• 목적 : 없음
나의 상담의 일차적 목표는 김 상병의 군 생활에서 목적을 찾도록 유도하는 데 맞추어졌다. 김
상병은 지금까지 자기가 장차 무엇이 되고 싶은지 생각해 본적이 없었다고 했다. 자신의 환경에서
않은 존재론적 원인으로 인한 야기된 것이었다. 빅터 플랑클(Frankl)은 이런 유형의 마음의 병을
“실존적 허무(existential vacuum)”라고 불렀는데, 그 증상은 권태. 무관심, 도덕적이고 정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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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이다.15 두 차례의 만남을 통해 김 상병은 자신의 현재 삶의 목적은 사고를 일으키지 않고 무사히
전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가 사용한 치료법은 김 상병이 좋아하는 방법을 통해 그의 목표를 실현하는 길을 찾는 것이었다.
김 상병은 환타지 소설을 제외하고는 자발적으로 시나 소설을 읽어본 적이 없었다고 한다. 나는 김
상병에게 자신이 타고 있는 배가 침몰하여 무인도에 혼자 남게 된 상황을 가정하고 이야기를 해보자고
제안했다. 김 상병은 처음에는 머뭇거렸지만 점차 자유롭게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자유를 즐기게
되었다.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면서 때로는 종이에 그림을 그렸고 짤막한 글도 쓰기 시작했다. 네 번째
회기부터 인터넷을 통해 무인도에 표류한 남자 두 명의 그림을 다운받아 출력해서 그 중 한 사람이
김 상병이라고 가정하고 이야기를 진행해 나갔다. 김 상병은 무인도에 남은 또 다른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라고 했고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면서 음식을 굶기는 방식 등으로 아버지를 괴롭히는 상황을
연출했다.
무인도 이야기 만들기가 시들해지자 나는 김 상병에게 『로빈슨 크루소』의 줄거리를 이야기 해주고
그와 같이 몇 군데를 읽고 자신이 그 경우에 처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로빈슨 크루소의 행동 방식에
동의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무인도에 혼자 살게 되면 어떨 것 같은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는
“처음에는 불편하겠지만 혼자 사는데 적응될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김 상병은 타인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김 상병이 어떻게 내무반 생활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과 후 그가 무엇을
했는지를 적어보라고 했다. 그는 상병이었기 때문에 내무반을 청소하는 일과 같은 잡무를 할 필요는
없었다. 그러나 중대원 모두가 할 일을 끝내고 TV를 보고 있을 때 그는 혼자서 환타지 소설을 보고
있다고 했다. 왜 다른 사람들처럼 TV를 시청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재미가 없어서”라고 대답했다.
김 상병에게 사람을 사귀려는 의지를 북돋워주는 것이 필요했다. 그 의지를 키우기 위해 우리는
짐 케리(Jim Carrey) 주연의 <예스 맨>을 같이 보고 이야기했다. 영화 전반부에서 주인공이 “No”를
연발하면서 인생을 소극적으로 살면서, 친구들과 연락을 두절하고 사는 부분과 “긍정적인 사고가
행운을 부른다”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주인공의 인생이 크게 변하는 부분을 비교하면서 어느 편이
더 바람직한 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 상병은 후자가 더 바람직하다고 인정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김 상병의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데 동의했다. 지휘관과 부사관들에게 사전에
협조를 요청해서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했다. 첫째 전략은 “한 사람 사귀기 전략”이었다. 장교, 부사관,
선임, 후임 중 누구도 좋으니 김 상병이 사귈 수 있는 한 사람을 생각해 보라고 하자, 그는 선임인
박일수 병장을 지목했다. 박 병장은 다른 사람에 비해 종종 친절한 말을 해주었고 했다. 우리는 박
병장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의논했다. 2주 후 김 상병은 박 병장에게 말을 걸어 보았고 내무반에서는
TV를 같이 시청했다고 말했다. 나는 김 상병이 계속 박 병장과 개인적 대화를 시도해 보라고
격려했다. 그러나 그의 시도는 좌절되었는데 그 이유는 박 병장이 화장실에서 김 상병이 있는지를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그의 흉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이런 우여곡절이 있기는 했지만 김 상병은
전역하기 전까지 박 병장 이외에 동기와 후임들과 축구도 하고 매점에서 군것질도 함께 할 정도로

15 V. Frankl (1969), pp. 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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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나아졌다.
우리가 생각한 둘째 전략은 “가족에게 편지쓰기 전략”이었다. 김 상병의 가족으로는 아버지와
누이가 있었는데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두 사람에게 편지를 써 본 적이 없었다. 이 전략에 대해 김
상병의 처음 반응은 좋지 않았는데 특히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아버지에게 굴복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누이의 경우는 종종 공중전화로 필요한 물품을 부대로 보내 달라고 요구한 것이 전부였는데
한번은 누이가 그가 요구한 제품이 아니라 다른 제품을 사서 보냈다고 크게 싸우고 나서 그 이후로는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편지 쓰는 버릇을 들이기 위해 우선 나에게 편지를 쓰라고 주문했다.
편지 내용은 상담에 대한 그의 느낌과 나에 대한 요구 사항을 적으면 된다고 했다. 김 상병이 쓴 편지는
부사관을 통해 우편으로 나에게 전달되었다. 처음 두서너 번의 편지는 문체가 어색했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 주어서 고맙다는 말과 더불어 <예스 맨>과 같이 재미있는 영화를 보았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 있었다. 나도 김 상병에게 답장을 썼고 얼마 후 부터는 김 상병은 아버지와 누나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김 상병의 아버지는 답장을 하지 않았지만 면회를 온 누이를 통해 편지 잘
받았다는 말을 전했다고 한다.
김 상병과의 상담은 그의 전역 후에도 세 달 동안 계속되었는데 그가 부산에 있는 택배회사에
취업하는 바람에 중지되었다. 김 상병과의 상담은 최종 단계인 제4단계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는
“상상하기, 이야기하기, 글쓰기, 성찰하기”라는 인문학의 전형적 방법을 통해 병영생활의 목적을
달성하고 사회로 복귀했다.

6. 맺는말
지금까지 나는 인문치료의 이론, 방법, 사례를 통하여 인문치료의 정체성을 검토했다. 인문치료는
인문학적 정신과 방법을 통하여 마음의 병, 특히 철학적 병을 치료하는 분야이다. 이 글에서 논의된
철학적 병 개념과 그것의 분류법, 목적론적 모형은 철학적이지만 인문학의 정신과 방법을 채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문치료라는 범주에 속한다. 이 글에서 제시된 목적론적 모형은 향후 문학적 요소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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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적 요소들을 도입하여 통합 모형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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