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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관계의 필요․충분조건들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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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인간중심상담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인간관계의 필요충분조건들의 관계에 대해

탐색하였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조건들의 관계는 진정성의 내용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Rogers가 인간중심상담의 초기에 강조했던 일치성을 진정성의

내용으로 보는 경우, 세 가지 필요충분조건들은 상담자가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로서 균등한

중요성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Rogers가 후기에 강조했던 현전재성을 진성성의 내용

으로 삼는 경우, 진정성은 세 가지 조건의 중심 위치에서 공감과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을 활

용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자아실현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필요충

분조건 세 가지는 상담자와 청담자 모두를 자아실현의 과정에 참여시키는 생산적 상담관계

를 구성한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주요어 : 인간관계, 필요․충분조건, 진정성, 공감,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일치성, 현전재성



인간관계의 필요․충분조건들간의 관계

- 408 -

문제제기

인간중심상담에서는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

어내는 상담관계에 필요충분조건이 있다고

주장하고 그 필요충분조건에 일치성(진정성,

congruence),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unconditional

positive regard), 공감(empathy)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필요충분조건이라는 말은 어떤 명제가

성립하기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을 뜻한다.

따라서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상담관계

의 필요충분조건이 이 세 가지라는 말은 이

세 가지만 갖추어지면 상담관계가 제 기능을

다할 뿐 아니라 청담자의 바람직한 변화를 보

장한다는 뜻이다. 엄청나게 혁신적인 주장인

데 그 정도로 인간중심상담에서는 상담의 핵

심으로 이 세 가지 조건을 중시한다. 인간중

심상담의 선구자 Rogers가 처음 이렇게 과감한

주장을 펼쳤을 때 많은 사람들, 특히 심리치

료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쉽게 동의하지

않았다. Rogers의 주장이 엄격한 과학적 절차

를 통해서 검증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이후에 실시된 연구 결과들이 이 주장의 타당

성을 뒷받침하면서 세 가지 필요충분조건은

거의 대부분의 심리치료 이론에서 청담자의

변화에 바람직한 효과를 주는 관계요인으로

인정받게 된다. 아울러 필요충분조건의 중요

성은 심리치료의 분야를 넘어 다른 분야에까

지 널리 확산되기에 이른다. 상담은 물론이요,

교육, 간호, 복지, 국제간 갈등 등 인간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각종 직업 분야에서 이 개념

을 받아들여 활용하게 된 것이다(Bohart, A. C.,

& Greenberg, L., 1997). 물론 이들 분야에서는

상담과 심리치료 분야에 한정된 ‘상담관계’라

는 말 대신 보다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적용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인간관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상담관계 대신

인간관계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도 이런 이유

에서다.

그러나 신선한 충격을 주며 등장한 필요충

분조건이라는 개념의 확산과 그 활용도에 비

추어보면 1970년대 이후 이에 대한 연구는 매

우 위축된 상황이다. 그러니까 Rogers가 필요

충분조건에 대해 과감한 주장을 편 1950년대

와 60년대 반짝하던 연구들이 그 이후에 침체

기를 맞게 되는데, 특히 미국에서 이런 경향

이 강하게 나타났다(박성희, 2004).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했을 텐데 필자는 다음

세 가지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첫

째, 수많은 심리치료 이론의 등장하면서 각

이론에 어울리는 특수한 기법 개발에 열을 올

리게 되었다는 점, 둘째, 필요충분조건이 조작

적으로 정의하기 쉽지 않고 따라서 엄격한 과

학적 연구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 셋째, 필

요충분조건들간의 관계적 특성이 명료하게 정

의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다. 미국을 언급했지

만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보다 더 심해서,

공감을 제외하면, 필요충분조건들에 대한 연

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해야 정확

하다. 지금까지 출판된 자료를 검토하면 필자

가 쓴 몇 권의 책과 진정성에 대한 두 세 개

의 석사학위 논문이 전부다. 그리고 이들도

개념 탐색에 집중되어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담학자들이 입으로는 필

요충분조건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연구는

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이 논문은 필요충분조건들간의 관계에 대해

초점을 맞출 것이다. 필요충분조건을 처음 제

시한 Rogers는 이들 관계에 대해 특별히 언급

하지 않고 세 가지를 나열하는 데서 그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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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 가지 조건들 사이에는 분명 어떤 관계

가 들어있다. 이 관계를 발견하고 새롭게 구

조화하는 작업은 세 가지 조건의 개념적 속성

과 상호 연관성을 보다 큰 틀에서 볼 수 있도

록 도울 뿐 아니라 조건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도 보다 자세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인간관계의 필요․충분조건

1957년 Rogers가 발표한 ‘치유적 인격 변화

의 필요충분조건’이라는 논문(Rogers, 1957)은

인간중심상담 발달의 결정적 사건이라고 지적

된다. 인간중심상담이 지향해야 할 상담의 목

표와 방법을 이 조건들 중심으로 명확하게 정

의했기 때문이다. 사람의 인격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한층 통합된 존재로 성장시키는

데 여섯 가지 조건이면 충분하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은 인간중심상

담을 규정하는 선언이요 강령이라고 해도 과

언이 아니다.

사실 위 논문에서 제시된 여섯 가지 필요충

분조건은 이미 Rogers가 여기저기서 언급한 바

있다(1939, 1942, 1946, 1951). 이를테면 Rogers

는 1946년에 ‘심리치료의 과정 및 결과의 유

형을 예측 가능케 하는 상담자의 태도와 행동

에 대한 여섯 가지 조건들’을 들면서 ‘청담자

의 감정적 경험에 깊은 이해로 반응하기, 청

담자가 표현하는 태도와 느낌에 제한 두지 않

기, 청담자에게 캐묻기, 야단치기, 해석하기,

안심시키기, 설득하지 않기’ 등을 말한 바 있

고(Rogers, 1946), 1951년에는 좀더 명확한 언어

로 상담자가 취해야 할 태도를 온정, 깊은 이

해, 그리고 존중과 수용이라고 표현하였다

(Rogers, 1951). 이런 용어들이 1957년도 논문에

서 공감, 일치(진정성),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등 세 가지 조건으로 다듬어지게 된다. 그런

데 Rogers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말하면서 동시

에 청담자를 대하는 상담자의 태도가 깊고 순

수해야한다는 점, 상담자와 청담자가 개인적

인 방식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 상담자에

대한 청담자의 지각을 주목해야 한다는 점 등

을 덧붙이고 있다(Rogers, 1957). 아마도 Rogers

는 상담자측에서 제공하는 앞의 세 가지 조건

만으로는 청담자의 변화와 성장을 이끄는 필

요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 것 같다.

1957년도에 발표된 여섯 가지 조건은 이러한

과정과 고민을 거쳐서 탄생하게 된 듯하다.

1959년도에 Rogers는 1957년도에 발표한 필

요충분조건 여섯 가지를 ‘만일 ~~이라면,

~~한다(if~~then)’의 형식을 빌어 이론적인

형태로 진술한다. ‘만일 치유 과정의 조건들이

존재한다면, 이 조건들에 의하여 어떤 과정이

작동할 것이며 이 과정의 결과들은 인격과 행

동 변화에 모종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는

식이다. Rogers는 ‘만일(if)에 속하는 여섯 가

지 조건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Rogers,

1959).

1. 두 사람이 접촉 중이어야 하고

2. 우리가 청담자라고 부를 첫 번째 사람은

불일치하고, 상처입기 쉽고, 또는 불안한 상태

에 있고

3. 우리가 상담자라고 부를 두 번째 사람은

관계 속에서 일치(진정성)하고

4. 상담자는 청담자를 향해 무조건적 긍정

적 존중을 경험하고 있고

5. 상담자는 청담자의 내적 참조체제를 경

험하며 공감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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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담자는 적어도 최소한 상담자가 자신

에 대해 긍정적 존중을 하고 상담자가 이해한

다는 것을 지각한다. 과정은 오로지 앞의 세

가지 조건들만으로도 시작될 수 있으며, 이러

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시작 자체가 일

어나지 않는다고 가정된다.

Rogers가 제시한 필요충분조건 여섯 가지는

핵심 조건과 그 핵심 조건들이 잘 기능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돕는 맥락조건 또는 지

원조건으로 나눌 수 있다. 앞의 3, 4, 5 번이

핵심 조건이라면 1, 2, 6 번은 맥락이나 지원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핵심조건으

로 지목된 내용들은 특히 상담자의 역할과 태

도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다시 말해 상담관계

에서 상담자가 자기 존재를 어떻게 드러내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와 관

련된 것들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상담

자들은 상담관계의 필요충분조건을 이야기할

때 3, 4, 5 번 즉 일치성(진정성), 무조건적 긍

정적 존중, 공감이라고 압축하여 말하곤 한다.

이 글 역시 인간관계의 필요충분조건은 이 세

가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사용할 것

이다.

필요충분조건들간의 관계를 탐색하려면 먼

저 각 조건들이 어떤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이 글에서

는 각 조건들에 대하여 Rogers가 직접 정의한

내용들을 검토하고 간단하게 필요한 분석과

설명을 덧붙일 것이다.

진정성

“우선, 상담자가 진정한 자신일 때, 청

담자와의 관계에서 순수하고, 아무런 ‘겉

치레’나 가면 없이 순간순간 자신의 안에

서 흐르는 느낌과 태도에 열려 있을 때 개

인의 성장이 촉진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는 이러한 조건을 그려내기 위해 ‘일

치성(진정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왔다.

이는 상담자가 경험하는 느낌들은 그에게

유용하며, 그의 인식에 유용할 뿐 아니라

그가 이러한 느낌을 살 수 있고, 관계 속

에서 그것들이 될 수 있으며,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그들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그가 인격-대-인격의 터 위

에서 청담자를 만나는, 청담자와 직접적인

인격의 접촉을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

다. 이는 그가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자기

자신이 됨을 뜻한다. 이러한 조건을 완전

하게 성취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상담

자가 자신의 내면에서 진행되는 것들을 수

용하며 더 잘 들을수록, 두려워하지 않고

복잡한 자신의 느낌들이 될 가능성이 더

많아지고, 일치의 정도도 더 커질 수 있다.

나는 우리가 이러한 특성을 일상생활에

서 쉽게 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 항상 가

면 뒤에 숨어서 활동하는 것 같은 사람,

무슨 연기를 하는 것 같은 사람, 느끼지도

않은 것을 말하는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

다. 그들은 불일치함을 보여주고 있다. 우

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을 깊이 있게

드러내지 않는다. 한편, 우리 모두는 우리

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알고 있다.

우리는 그들이 진정한 자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허례나 전문가의 가면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을 접하고 있다는 것

을 알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말

하려는 특성이다. 상담자가 관계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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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순수하고 더 일치할수록 청담자에게서

성격 변화가 일어날 확률은 그만큼 더 커

진다

나는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깊고 진실

된, 상담자 속에서의 진실성에 대해 말하

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다. 나는

이따금 이 인격의 일치성 요소를 묘사할

때 투명성이라는 낱말이 도움이 된다고 생

각한다. 만일 내 속에서 진행되는 상담 관

계에 적합한 모든 것을 청담자가 볼 수 있

다면, 만일 그가 ‘나를 투명하게 꿰뚫어’

볼 수 있다면, 그리고 관계 속에서 내가

기꺼이 이 진실성을 내보일 수 있다면, 그

속에서 우리 두 사람 모두 배우고 발전하

는 의미있는 만남이 될 것이라고 나는 거

의 확신할 수 있다(Rogers & Stevens, 1967,

pp.90-92).”

Rogers는 일치성(congruence)을 위와 같이 묘

사하고 있는데, 이 글에는 일치 이외에도 신

뢰, 투명, 순수, 진실 등의 용어가 보인다. 이

는 ‘일치성’이 단순히 ‘무엇과 무엇이 서로 꼭

맞는다’는 사전적인 뜻을 넘어서서 좀더 복잡

한 의미를 담고 있음을 암시한다. 실제 일치

성에 대한 개념은 Rogers와 그의 후학들에 의

해 꾸준히 탐구되면서 그 의미가 보다 충실해

지는데 필자는 ‘진정성(authenticity)’이 이를 전

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용어라고 생각한다.

박성희(2011)는 Rogers와 그 후학들이 발전시킨

진정성의 내용을 여덟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

데 이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치성이다(congruence). 진정성을 말할

때 진정성을 말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용

어가 바로 일치이다. 그럼 무엇과 무엇의 일

치를 말할까? 간단히 말하면 ‘경험과 인식’의

일치 그리고 ‘인식과 표현’의 일치를 말한다.

경험과 인식의 일치는 내부적 일치, 인식과

표현의 일치는 외부적 일치라고도 한다. 이

두 가지 일치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려면 여

기서 말하는 경험, 인식, 표현이 무엇을 뜻하

는 지 조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험은 보통 다양한 사건들을 관찰하고 접

하면서 쌓여가는 개인적인 반응을 의미하지만

Rogers(1959)는 주어진 어떤 시간에 잠재적으로

인식이 가능한 ‘유기체의 봉투(생명체의 내면

이라는 뜻)’ 안에서 진행되는 모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느낌’을 강조하

였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겪을 때 내면에서

일어나는 느낌을 경험이라고 본 것이다. 인식

은 알아챔, 지각, 해석, 판단, 평가 등의 지적

기능을 뜻하고, 표현은 내면에 있는 내용을

외부로 드러내는 명시적 의사소통을 뜻한다.

그렇다면 경험과 인식의 일치는 개인이 내면

에서 느끼는 느낌과 이에 대한 지각의 일치를

뜻하고, 인식과 표현의 일치는 지각한 내용과

이를 드러내는 의사소통의 일치를 뜻한다.

둘째, 투명성이다(transparency). 앞에서 말한

일치 중에서 특히 외부적 일치 즉, 인식과 표

현의 일치를 투명성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투

명성은 속까지 환히 비치도록 맑고 분명함을

말하는데, 내면에서 진행되는 생각이나 느낌

을 바깥으로 드러낼 때, 있는 그대로 맑고 투

명하게 표현하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표현만

을 가지고도 내면에서 일어나는 진실을 뚜렷

하게 포착할 수 있도록 숨기거나 꾸미지 말라

는 말이다. 쉽게 말하면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것이다.

셋째, 순수성이다(genuineness). 일치와 투명성

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순수성이 등장하기도

한다. 그런데 순수성은 경험과 인식, 인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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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일치라는 개념을 포함하면서도 조금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가 금이나 알코

올의 순도 몇 % 라고 말할 때 이 순도는 가

짜가 섞이지 않은 진짜를 의미한다. 순수성에

는 바로 이런 뜻이 있다. 아무 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라는 것이

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순수하게 대하는

것일까? 상대를 목적으로 대하는 마음. 바로

이것이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상대를 위하여’

마음을 내라는 말이다. 자신이 가진 다른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를 수단으로 활용

한다든지, 상대를 놀이나 게임 대상으로 대하

지 말라는 뜻이다.

넷째, 진솔성이다(realness). 진솔성은 말 그대

로 참되고 솔직하다는 뜻이다. 이 용어는 진

정성에 들어있는 참된 특성을 강조하기 위하

여 여기저기 쓰이고 있지만, 특별히 그 세부

내용을 명시해 놓은 문구는 찾기 어렵다.

Rogers는 진정성을 설명하는 글에서 ‘허례나

전문가의 가식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을 접하

는 것’이라는 표현에서 진솔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로 미뤄보건대 진솔성은

꾸밈, 가식, 왜곡, 과장, 가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진솔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특성을 뜻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다섯째, 통합성이다(integrity). 통합성은 자기

에게 일어나는 다양한 경험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일 그리고 경험들 사이의 자유로운

흐름을 가능케 하는 소통을 포함한다. 우리의

경험은 신체 생리적인 것으로부터 대인관계에

이르기까지 여러 수준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여러 수준에서 발생하는 경험들이 조화를 이

루지 못하고 따로 논다면 매우 혼란할 수밖에

없다. 통합성은 다양한 층위에서 일어나는 경

험들에 질서와 방향을 부여함으로써 전체적으

로 통일성과 일관성을 갖추게 한다. 통합성을

전체성(wholeness) 또는 정합성(coherence)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핵심은 연결과 소통

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진정성의 개념에 통합

성을 포함시키는 이유는 아마도 경험들 사이

에 모순이나 불일치가 없어야 상대를 향한 태

도에 통일성과 일관성을 갖출 수 있다고 보았

기 때문일 것이다. 생각으로는 상대와 화해하

고 싶은데 영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상

대와 화해하고 싶다는 생각의 진정성을 의심

해봐야 할 것이다.

여섯째, 성실성이다(integrity). 성실성은 정성

스럽고 진실된 품성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특

히 정성스러움에 초점이 가있다. 그러면 무엇

에 정성을 쏟아야 할까? 첫째, 상대방이다. 상

대방을 제대로 만나려면 무엇보다도 그에게

깊은 관심과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마치 상

대방이 우주 전체인 양 그에게 온통 주의를

집중하고 성실하게 귀를 기울이며 그의 세계

로 파고들어야 한다. 둘째, 체험들이다. 대화

를 하면서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체

험들을 왜곡함 없이 자신의 것으로 충실히

‘살아야’ 한다. 상대방과 함께 하는 동안 우리

의 내면에는 여러 생각과 심상과 느낌들이 흐

르기 마련이다. 내면에 흐르는 이러한 체험

내용들을 무시하고 거부하거나, 왜곡하고 과

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어야 한

다. 마음을 열어놓은 채로 자신 속에서 흐르

는 온갖 상념들을 생생하게 살아있는 실제로

체험해야 한다.

일곱째, 현전재성이다(presence). 현전재성은

‘현재 전체로 함께 존재한다’는 말을 줄여서

필자가 만든 용어이다. 현전재성은 말 그대로

지금 이 순간에 전체로 존재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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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감각하고 인식하고 느끼고 의식하고

접촉하는 등 자신에게 일어나는 온갖 현상들

을 거부하지 않은 채 전체로 느끼고 경험하면

서 함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할 때 바

로 그 사람 됨됨이(이것을 ‘인격’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로부터 자연스럽게 빛처럼 흘러나

오는 어떤 것이 있는데 이것이 함께 있는 다

른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고 진정성과 신뢰성

을 느끼게 한다. 자신이 하는 어떤 일이 아니

라 지금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에 의해 진정성

이 제대로 소통될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현전재성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멈추고 그냥 자

신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을 주시하고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를 회상하지도 미래를 희

망하지도 않은 채 지금 이 순간에 깊이 빠져

들어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온갖 현상들을 살

아가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하면 진정

성은 자연스럽게 갖춰진다. 지금 이 순간 내

가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아있을 때 상대방에

게 진정성이 고스란히 전달된다고 보기 때문

이다. 그렇다면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별

달리 해야 할 일은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말

할 수 있다. 현전재성은 진정성이 활동이나

행위보다 인격이나 사람 됨됨이 자체와 보다

가깝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여덟째, 신뢰성이다(trustworthiness). 신뢰성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품성을 뜻한다. 진정성

을 말할 때 신뢰성도 자주 언급되지만, 신뢰

성은 진정성을 갖추기 위한 조건이라기보다는

진정성의 목적 내지는 결과라고 보는 편이 정

확하다. 그러니까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를 신

뢰하게 하기 위하여 진정성있게 대한다거나,

진정성있게 상대를 대할 때 상대의 마음속에

나를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말이 맥

락에 맞는다. 이런 점에서 신뢰성은 앞에서

설명한 다른 용어들과는 다소 성격이 다르다.

방금 진정성을 설명하는 여덟 가지 용어들

을 살펴보았는데 진정성을 설명하는 용어가

이렇게 많은 것은 진정성의 개념이 그만큼 복

잡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실제 세 가지 조건

중 인간중심상담자들이 가장 많은 혼란을 겪

는 개념이 바로 진정성이다. 처음 Rogers는 순

수성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다가 1956년에

‘일치성’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등장시켜 순수

성과 일치성이라는 용어를 병행하여 사용하였

다. 그러다가 후기(Rogers, 1980, 1986)로 가면

서 통합성, 성실성, 현전재성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발언들을 쏟아낸다. 이 점에 주목한

Rogers의 후학들은 순수성과 일치성으로 시작

한 Rogers의 생각이 점차 ‘자기 자신이 된다’

는 진정성으로 옮겨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Adomaitis, 1992; Mearns & Thorne, 1988). 특히

Geller와 Greenberg는 진정성의 내용 중 현전재

성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한 바 있다

(Geller, S. M., & Greenberg, L. S., 2000). 이후의

논의를 위하여 <A way of being>에서 Rogers

가 현전재성에 대해 언급한 부분을 인용해둔

다.

“내가 나의 내적, 통찰적 자아와 가장

가까이 있을 때, 내가 자신 속에 있는 알

려지지 않은 부분과 접촉하고 있을 때, 아

마도 내가 약간 다른 상태의 의식에 있을

때, 내가 하는 무엇이든지 치유적 힘이 충

만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나의 현전

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도

움이 됩니다. 이 경험을 강요하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

다. 하지만 내가 이완되고 나 자신의 초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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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핵심에 가까이 있을 때, 나는 관계에서

내가 합리화하기 어려운 다소 이상하고 충

동적인 방법으로 행동하기도 하는데, 이는

나의 의도적인 생각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

다. 그러나 이 이상한 행동은 조금 이상한

방법으로 결국 옳았다고 증명됩니다. 이는

마치 나의 내부 영혼이 뻗어 나와 다른 사

람의 내부 영혼에 닿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우리’를 초월해서 보다 큰

어떤 것의 일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아주 깊은 성장과 치유와 에너지가

함께 존재합니다(Rogers, 1980, p.129).”

공감

“공감은 다른 사람의 내적인 준거틀을

정확하게, 그것의 감정적인 요소와 거기에

관련된 의미를 마치(as if)라는 사실을 망각

함이 없이 마치 자신이 그 사람인 것처럼

지각하는 상태이다(Rogers, 1959, pp.210-211).

공감적이라고 불리는 타인과의 존재양

식은 몇 가지 측면이 담겨있다. 이는 다른

사람의 사적인 지각 세계에 들어가 거기에

서 아주 편안하게 머물러 있음을 뜻한다.

이는 순간순간 그 사람 속에 흐르는 느껴

진 의미의 변화와 두려움, 분노, 상냥함,

혼란 또는 그가 경험하는 모든 것에 민감

함을 포함한다. 이는 일시적으로 그 사람

의 삶을 살며, 판단하지 않고 그 속에서

부드럽고 섬세하게 옮겨 다니면서 그가 거

의 인식하지 못하는 의미까지도 감지함을

말한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위협적일 때

에는 그가 전혀 느끼고 있지 않는 느낌을

드러내려고 노력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는 그 개인이 두려워하는 요소를 겁먹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면서 당신이 감지한 그

의 세계를 전달해 주는 것도 포함한다

(Rogers, 1975, p.4).”

세 가지 필요충분조건들에 관한 선행 연구

들 중에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것이 공

감이다. 아마도 공감은 비교적 조작적으로 정

의하기가 수월하고 따라서 측정 가능한 도구

들을 개발하고 제작하기가 유리하기 때문이었

을 것이다. 하지만 공감에 관한 연구의 대부

분이 공감적 의사소통에 집중되어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재미있는 것은 영어

권에서는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연구

수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이후 공감 연구가 폭발적으로 증가

한다는 사실이다. 박성희(2004)는 공감 연구에

대한 개관 연구를 행한 바 있는데, 1990년대

이후 국내에서 공감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

기 시작하여 석․박사학위를 포함한 공감 연

구물의 수가 개관 연구를 한 시점 기준으로

100개가 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로부

터 10여년 가까이 지난 현 시점에서 공감에

관한 연구물의 수는 현격하게 증가했을 것으

로 예상된다.

공감에 관한 국내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Rogers의 정의를 받아들이면서도 나름대로 다

양하게 해석하는 듯하다. 연구자들 사이에서

공감이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 박성희(2004)

가 8가지로 정리한 내용을 살펴보자.

첫째, 공감에 대한 상식적 정의로서 공감을

‘아, 그럴 수 있겠다,’ ‘이해가 된다는 식의 마

음 상태를 일컫는다고 본다.

둘째, 공감을 공감적 감정이나 정서의 각성

상태로 본다.

셋째, 공감을 지각․추론․판단․이해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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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기능으로 본다.

넷째, 공감을 하는 사람과 공감을 받는 사

람 두 입장을 모두 포함한 순환적 관점에서

본다.

다섯째, 공감의 표현 또는 공감적 의사소통

을 중시한다.

여섯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섞여있는 복합

특성으로서 공감을 본다.

일곱째, 공감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정의한

다.

여덟째, 공감을 ‘이심전심’과 같은 동양적

사고와 연결시켜 정의한다.

Rogers를 비롯하여 국내외 연구자들이 공감

의 내용이나 표현방식을 무엇으로 보든간에

‘공감이 다른 사람의 내면에서 진행되는 일을

마치 자신이 그 사람인 것처럼 지각하는 과정

과 상태’를 말한다는 점과 공감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과정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다. 앞에서 공감에 대하여 Rogers가 제시

한 초기와 후기의 정의들에서도 공통적으로

이 점이 매우 선명하게 드러난다. 공감의 서

술어로 사용된 지각, 뛰어들어감, 들어감, 머

물러있음, 살아감, 옮겨다님, 민감함, 감지함

등이 모두 그렇다. 공감이 기본적으로 상담자

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이라는 점에서

수긍이 간다.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수용)

“나는 상담자가 청담자 안에 있는 것에

대해 따뜻하고,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태도

를 경험할수록 성장과 변화가 더 많이 일

어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것은, 마치 부

모가 자식이 어떤 순간 행한 특정 행동에

상관없이 하나의 인격체로 그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자식에 대해 느끼는 것과 동일한

질의 느낌으로, 상담자가 청담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상

담자가 청담자를 잠재가능성을 지닌 하나

의 인격체로 대우하고, 비소유적인 방식으

로 배려함을 의미한다. 이는 어떤 느낌이

든-적대감이든 부드러움이든, 반항이든 순

종이든, 확신이든 자기 격하이든-그 순간

청담자 안에 살아있는 느낌을 그대로 느껴

볼 수 있도록 기꺼이 열어놓는 것을 의미

한다. 이는 있는 그대로의 청담자에 대한

사랑을 의미한다. 물론, 여기에서의 사랑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낭만적이거나 소유적

인 의미가 아니라 신학에서 사용하는 아가

페와 유사한 뜻이라는 전제에서. 내가 지

금 묘사하고 있는 느낌은 온정주의적인 것

도, 감상적인 것도 아니고, 사교상 또는 기

분을 맞추어주는 피상적인 수준의 것도 아

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하나의 분리된

개인으로서 존중하는 것이며, 그를 소유하

는 것이 아니다. 이는 일종의 좋아함으로

서 힘이 실려 있지만 요구하는 것은 아니

다. 우리는 이것을 긍정적 존중이라고 부

른다...

이 태도에는 내가 다소간 확신이 덜 가

는 한 가지 측면이 있다. 나는 잠정적으로

긍정적 존중이 무조건적일수록 관계가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가설을 제안한다. 이말

은 상담자가 청담자를 조건적 방식이 아니

라 하나의 전체로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

다. 상담자는 청담자의 어떤 느낌은 수용

하고 다른 것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

다. 상담자는 이 사람에 대해 무조건적 긍

정적 존중을 느끼는 것이다. 이는 주저함

없이 그리고 평가함 없이 흘러나가는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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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느낌이다. 이는 판단하지 않음을 의미

한다. 상담자와 청담자 사이에서 이 평가

함 없이 소중하게 여김이 존재할 때, 청담

자에게 건설적 변화와 발달이 일어날 확률

이 더 커진다고 나는 믿는다.(Rogers, C., &

Stevens, B., 1967, p.94).”

Rogers가 설명한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수용)

은 ‘상담자가 청담자를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조건적 방식이 아니라 하나의 전체로서 무조

건 소중히 여기고 받아들이는 태도’라고 요약

할 수 있다. 이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의 내용

(무엇을)과 방법(어떻게)이 담겨있는데, ‘무엇’

에는 인격과 느낌이 들어있고, ‘어떻게’에는

비소유적, 무조건적, 긍정적, 따뜻하게 등의

수식어와 열어놓는다, 대우하다, 존중하다, 소

중히 여기다, 배려하다, 수용하다, 좋아하다,

사랑하다 등의 서술어가 포함되어있다. 이 수

식어와 서술어들은 어떻게 하라는 방법을 구

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그 성격이 기다림

에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

까 무조건적 긍정적 조건은 적극적으로 무엇

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기다린다는 의미가

담겨있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비소유적’이라

는 수식어는 소유하지 않기 위하여 애쓰는 행

동이 아니라 청담자의 가능성을 믿고 오래 기

다린다는 뜻으로, ‘사랑한다’는 서술어는 열렬

하게 사랑하는 행동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사

랑하는 마음을 품고 기다린다는 뜻이라는 말

이다. 여기서 기다린다는 용어는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다른 용어들 그러니까 지켜보다,

버텨주다, 받아들이다 등과 교환 가능하다고

여겨진다. 이 용어들은 외양으로는 소극적이

고 수동적인 듯 하면서도 그 안에는 상대방을

향한 따뜻한 관심과 열정이 가득하다는 특징

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무조건적 긍정적 존

중은 행동(do)보다 인격(be)이 우선되는 조건이

라고 말할 수 있다.

인간관계의 필요충분조건들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

세 가지 필요충분조건들은 그 개념 자체가

상당히 중첩된다. 이를테면 넓게 봐서 공감은

수용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말해도 틀렸다고

말하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세 가지 조건은

각기 다른 초점을 향하고 있다. 따라서 세 가

지 조건이 지향하는 초점을 중심으로 그 관계

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세 가지 조건들의 관계에 대하여 Rogers

가 직접 언급한 내용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하

나는 세 가지 조건들의 기능적 관계를 명시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상황에 따라 필요하게 동

원해야 할 조건을 병렬적으로 나열한 것이다.

<A way of being>에서 이 예를 찾을 수 있다.

먼저, 세 가지 조건은 기능적 회로와 같은

관계에 있다는 주장이다. Rogers는 청담자의

성장을 촉진하는 과정이 다음과 같은 과정으

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1. 공감적인 분위기의 비평가적이고 수용

적인 특징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소

중히 여기고 돌보는 태도를 갖게 한다.(수용

또는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2. 누군가 이해하며 들어주면 자기 자신에

게서 들려오는 소리와 막연하게 느꼈던 의미

들을 보다 정확하게 들을 수 있다.(공감)

3.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고 또 소중하게

생각하면 새로운 경험들에 자신을 열어놓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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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이 경험들을 보다 정확하게 기반이 단단

한 자아개념 속으로 통합한다.(진정성)

이제 자기는 체험과 보다 일치하게 된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에

서 더욱 보살피고 수용적이며, 더욱 공감적으

로 이해하고, 더욱 진실하고 일치된다(p.159).”

(괄호 안의 내용은 필자가 넣은 것임)

Rogers의 말 속에서 우리는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공감, 진정성이 서로 연결되어있는 고리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이들은 순

환적으로 연결되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삼각 회로 관계를 구성한다는 말이다.

다만, 이 영향력이 시작되는 출발점과 방향은

고정된 것이 아니므로 이 점에서 세 조건은

모두 동등하다고 생각된다.

Rogers는 상황에 따라 세 가지 조건의 중요

성이 다르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결혼과 성 파트너 사이, 교사와 학생 사이,

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이, 동료와 친구 사이

등 일상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관계에서

일치성은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일치성과 순수

성(진정성)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당신이 감정

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해준다... 그러나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는 보살핌이나 소중히

여김(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 가장 중요한 요

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부모와 영아,

치유자와 말없는 정신질환자, 의사와 매우 아

픈 환자 사이처럼 언어로 의사를 소통할 수

없는 관계를 포함한다... 그리고 내 경험에 따

르면, 공감적 존재방식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

는 상황도 있다. 상대방이 상처를 입고, 혼란

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불안해하고, 외로워

하고, 공포에 떨거나 또는 자기의 가치로움을

의심하며 자기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 이때는 이해(공감)가 필요하다(p.160).” (괄

호 안의 내용은 필자가 넣은 것임)

상황에 따라 우선 적용해야 할 조건이 다르

다는 말은 세 가지 조건의 기능이 뚜렷하게

차별화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세 조

건은 분명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효과를 낼 수 있는 상황이 각기 다르다는 것

이다. 이렇게 보면 위의 진술은 세 가지 조건

의 관계와 무관한 듯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

소’라는 말이 최고로 중요하다는 뜻과 아울러

바로 거기서 시작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달리 생각할 수도 있다. 앞에

서 언급한 삼각 회로 관계와 관련지어보면 이

진술은 상황에 따라 출발점으로서 우선되어야

하는 조건을 명시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Zinschitz(2006)는 세 가지 핵심 조건은 원리

상 한 동작의 세 가지 요소 또는 한 무용의

세 가지 스텝이라는 비유로 표현한다. 만일

한 스텝이 어긋나면 무용 전체가 망가지는 것

처럼 이 세 조건들중 어느 것도 다른 것에 우

선권을 가지지 않으며 항상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의 Rogers나 Zinschitz의 주장에 따르면 세

가지 핵심 조건은 그 기능과 특성이 다를 따

름이지 근본적으로 우열을 비교할 대상들이

아니다. 하지만, 세 조건들간의 상호연관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들의 상대적인 중요성에 차이

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후기로 가면서 Rogers

(1980)가 현전재성, 통합성을 강조하며 진정성

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은 것이나, 청담자

를 치유하는 결정적 힘이 무조건적 긍정적 존

중에 있다고 강조한 Bozarth(2006) 등의 견해가

그렇다. 세 가지 조건을 상담자의 태도로 보

면서 이 태도를 실현하는 기법들 중 가장 핵

심적인 기법은 공감이라고 말한 Patterson(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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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유사한 주장을 한 셈이다.

세 가지 조건들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언급

한 내용은 Bozarth(2006)에게서 찾을 수 있다.

그는 인간중심상담의 중심 목적이 유기체의

자아실현에 있다고 주장하고 이 자아를 실현

하는 근원적인 힘이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에

서 나온다고 강조한다. 진정성과 공감은 무조

건적 긍정적 존중의 작용을 돕는 맥락적 역할

을 수행하는 데, 진정성은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 생길 수 있는 전제이며 밑바탕으로서

그리고 공감은 무조건적 진정성을 가장 순수

한 방식으로 소통하게 돕는 도관으로서 기능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정성은 상담자의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 가동하도록 준비시키

는 태도이고, 공감은 이를 실행하는 행동이라

는 주장이다.

Bozarth가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을 중심에

놓고 다른 두 가지 조건을 맥락 조건에 놓았

다면, 김희경(2012, p.43)은 진정성을 한 가운

데 두고 있다. “진정성은 진실된 상호관계 속

에서 상담자와 청담자가 인격적 만남을 유지

하면서 공감적 이해와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을 주고받을 수 있는 토대이며 동시에 목표가

된다. 이 토대 위에서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은 상담자로 하여금 청담자를 온정하게 수용

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공감적 이해는 상

담자로 하여금 청담자의 내부 체험을 민감하

게 따라가며 이해하게 돕는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아울러 진정성은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과 공감적 이해라는 양 날개를 통해 실현될

수 있는 사람중심상담의 궁극적 목표라고 말

할 수 있다” 결국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과 공

감은 진정성을 실현하는 방법이요 수단이라는

말이다.

이제 세 가지 조건 전부가 아니라 그들 중

두 가지의 관계를 언급한 글들을 살펴보자.

먼저 공감과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다. 앞에

서 Rogers를 비롯하여 Bozarth, 김희경 등은 공

감과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 서로 다른 기능

과 역할을 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공감과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은

본질적으로 같은 경험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

다. “상담자는 공감적 경험을 통하여 청담자의

세계에 들어가 청담자의 내적 참조 체제의 모

든 양상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무조건적 긍

정적 존중을 통하여 자기의 자아를 잠시 제쳐

두고 청담자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한다. 따라

서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경험과 공감적 경

험은 궁극적으로 오직 하나의 경험이다”는

Freire(2009, pp.151-152)의 말이 그렇다. 이들의

의견이 갈리는 이유는 논의의 초점을 공감 체

험에 맞추느냐 아니면 공감의 소통과 표현에

맞추느냐에 달린 듯하다. 공감을 고정된 상태

나 태도가 아니라 움직이는 과정으로 본다면

이 두 가지 주장이 함께 설명될 수 있을 것이

다.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과 진정성의 관계에

대한 언급은 Lietar에게서 찾을 수 있다. 그는

우리가 진정성의 일부라고 말하는 ‘일치성’과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 밀접하게 묶여있다고

생각한다. 일치성과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은

개방성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자기 자

신을 향한 개방성이 일치성이고 다른 사람을

향한 개방성이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라는

것이다. “일치와 무조건적 수용은 서로 밀접하

게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들은 개방성

의 한 부분으로서 자신을 향한 개방성과 타인

을 향한 개방성을 뜻한다. 내가 나 자신을 더

받아들이고 내 자신 속에서 끓어오르는 모든

공포, 방어들과 더불어 편안하게 함께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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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수록(현전재할수록), 나는 청담자속에 살

아있는 모든 것들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Lietar, 2001, p.90).” 결국 자기를 열어놓는

개방성이 진정성과 무조건적 존중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데 그 방향이 자기 자신에게 향

하면 진정성, 타인에게 향하면 무조건적 긍정

적 존중이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타인을 향

한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 제대로 기능하려

면 먼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진정성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무조

건적 긍정적 존중의 우선권을 주장한 Bozarth

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인간관계의 필요․충분조건들간의 관계

모든 논의가 그러하듯 필요충분조건들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 역시 필요충분조건을 구성

하는 조건들의 개념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관계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충분

조건의 개념이 얼마나 정확하게 정의되어있는

지 살필 필요가 있다. 필자는 앞의 필요충분

조건에서 세 가지 조건의 개념을 소개하였는

데, 이 중 공감과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은 비

교적 명확하게 정의된 반면 진정성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시간의 흐

름에 따라 진정성의 개념이 보다 다원적인 개

념으로 발전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앞에

서 필자는 진정성의 개념을 여덟 가지 측면으

로 나누어 설명했는데, 이를 좀더 압축해볼

때 인간중심상담의 초기에는 일치성이 강조되

었다면 후기로 가면서 보다 포괄적인 개념인

현전재성이 강조된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필요충분조건들간의 관계 역시 초기와 후기의

진정성 개념, 다시 말해 일치성을 중심으로

한 관계와 현전재성을 중심으로 한 관계로 구

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필요충분조건들간의 관계를 논의하기 전에

먼저 필요충분조건들이 무엇을 실현하기 위하

여 필요하고 충분한 것인지 그 존재의 이유를

따질 필요가 있다. 인간중심상담자들이 한결

같이 말하는 대로 필요충분조건이 존재하는

이유는 청담자의 자아실현에 있다. 모든 인간

의 본성에는 자아실현경향성이 있는데, 이 경

향성을 최대한으로 성취하고 구현하며 살아가

는 자아실현인 또는 만발기능인이 될 수 있게

끔 도움을 주는 인간관계 조건이 바로 필요충

분조건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세 가지 필요충

분조건은 항상 청담자의 자아실현이라는 목표

와 관련하여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일치성을 진정성으로 볼 때

일치성은 체험 및 경험과 인식의 일치 그리

고 인식과 표현의 일치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자기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체험과 경험을 정

확하게 인식하고 인식한 바를 아무런 가감없

이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다. 상담관계에

서 일치성은 상담자가 청담자로 인해 일어나

는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있는 그대로 청담자에게 표현해줄 것을

요구한다. 여기에서 일치성은 구체적인 방법

이요 도구로 간주된다. 청담자로 인해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체험과 경험을 인식하는

일, 그리고 인식한 바를 일치된 표현으로 드

러내는 일은 상담자가 기술적으로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기술은

궁극적으로 청담자의 자아실현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가정된다. 그런데 일치성이라는 이 기

술은 다른 조건들과 상관없이도 독자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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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필요충분조건들간의 관계(일치성을 강조할 때)

실행될 수 있는 도구이다. 이런 점에서는 공

감과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도 마찬가지다. 공

감은 청담자의 내면세계에 동참하려는 능동적

인 활동이요,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은 청담자

의 모든 체험과 경험 그리고 그에 대한 표현

을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고 다 받아들여주는

활동으로서 그것 자체가 각기 독자적으로 무

엇인가를 실행하는 도구들이다. 물론 이 세

가지 도구들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순환 고

리로 연결되어 있지만, 청담자의 자아실현을

위해 나름대로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독자

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아마도 Rogers가 염두

에 두었던 필요충분조건들의 관계는 바로 이

렇게 각기 독자적이면서도 돌아가며 서로 영

향을 주는 삼각 순환관계라는 생각이 든다.

이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현전재성을 진정성으로 볼 때

현전재성은 ‘지금 이 순간에 전체로 존재한

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여기에서 자신이 감각하고 인식하고 느

끼고 의식하고 접촉하는 등 자신에게 일어나

는 온갖 현상들을 거부하지 않은 채 전체로

느끼고 체험하면서 함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를 자아실현과 관련지으면 현전재성은 지금

이 순간 자기 자신을 실현하고 있는 상태나

과정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이 말은 현전재

성이 다른 사람의 자아실현을 돕는 방법이나

도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실현하는 활동이

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 현전재성으로 머무는

그 순간은 바로 자아실현을 하는 중이라는 말

이다. 지금 전체로 존재하면서 자기 자신에

머무는 순간은 자아를 실현하면서 동시에 진

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상담관계에서 현전재성은 상담자의 역할이 종

전의 개념과 완전히 달라져야함을 시사한다.

그러니까 청담자를 위해 상담자가 특별한 무

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청담자와 함께 있으면

서 그냥 자기 자신이 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상담자가 청담자와 함

께 있으면서 자기 자신으로 있을 때, 다시 말

해 자신이 느끼는 모든 것들을 거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누리고 있을 때, 상담자와 청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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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필요충분조건들간의 관계(현전재성을 강조할 때)

자를 ‘초월해 있는 보다 큰 힘이 아주 깊은

성장과 치유의 에너지’를 보내 청담자의 자아

실현을 돕는다는 것이다(Rogers, 1980). 여기서

말하는 진정성은 상담자의 존재에 관한 것이

지 기법이나 기술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

이런 점에서 현전재성으로 대표되는 진정성은

공감이나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과 차원을 달

리한다. 진정성은 상담자와 청담자 모두의 자

아실현을 돕는 도구일 뿐 아니라 그 자체가

자아실현을 하는 과정이라는 독특한 특성을

갖추고 있다.

진정성은 자아실현과 마찬가지로 자기 재생

산의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 특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자아실현의 과정

을 맛본 사람이 계속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것

처럼, ‘지금 이 순간에 전체로 존재’하면서 진

정한 자기됨의 맛을 느낀 사람은 계속해서 자

기의 진정성 있는 존재를 확장시켜 갈 것이다.

따라서 진정성에 충실한 상담자는 상담관계를

통해 자신의 진정성을 계속 성장시킬 것이며

동시에 청담자의 진정성 향상에도 긍정적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공감과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은 둘 다 청담

자의 진정성과 자아실현을 위한 도구로 활용

된다는 점에서 앞의 가 항에서 본 내용과 다

를 바 없다. 다만, 이 둘의 성격에 현격한 차

이가 있다는 점은 지적해둘 필요가 있다. 공

감은 청담자의 내면으로 뛰어들어가는 과정임

에 비해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은 청담자를 받

아들이는 기다림의 과정이다. 공감이 능동적

이라면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은 수동적이라고

표현될 수 있고, 공감이 상담자의 행동 측면

을 강조한다면,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은 상담

자의 인격이나 존재 측면을 강조한다고 말할

수 있다. 결국 진정성은 특성이 다른 공감과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라는 양날개를 활용하

며 청담자의인 자아실현을 돕는 과정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관계를 그

림으로 제시하면 [그림 2]와 같다.

진정성을 일치성이 아니라 현전재성으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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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할 때 얻을 수 있는 이득 몇 가지를 들어보

자.

첫째, 일치성과 관련된 복잡한 논란을 잠재

울 수 있다. 일치성은 체험 및 경험의 인식

그리고 인식과 표현의 일치를 말하는데 여기

에 상당한 논란이 있다(Schmid, P. F., 2001;

Wyatt, G., 2001). 먼저, 상담자 쪽에서 보이는

일치성이 청담자 쪽에서는 일치하는 것이 아

닐 수 있다. 청담자의 체험이나 경험이 상담

자가 체험하고 인식하고 표현한 것과 전혀 다

른 것일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상담자

가 일치성을 강조한다면 상담자는 청담자의

일치성을 방해할 뿐 아니라 상당히 노골적으

로 청담자의 자율성을 저하시키고 상담자에

대한 의존성을 키울 가능성이 높다. 일치성에

충실하기 위해서 상담자가 부정적인 감정까지

있는 그대로 쏟아내는 것도 문제가 된다. 이

럴 경우 준비되지 않은 청담자에게는 상담자

의 일치성이 커다란 심리적 충격과 외상으로

남을 가능성도 있다. 현전재성은 방금 말한

위험들로부터 자유롭다. 상담자는 꼭 일치해

야 한다는 의무감을 벗어버리고 순간순간 자

신의 느낌과 체험을 충실히 누리다가 청담자

에게 해주고 싶은 반응이 생길 때 자연스럽게

자신을 노출하면 되기 때문이다.

둘째, 자아실현을 닫힌 개념에서 열린 개념

으로 바꿀 수 있다. 일치성이 이루어지기 위

해서는 먼저 내면에 무엇인가 체험 또는 경험

의 형태로 존재해야 한다. 그래야 그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솔직한 표현이 뒤따를 수 있다.

따라서 내면에 존재하는 체험이나 경험을 정

확하게 찾아내는 일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하여 상담자는 보물찾기 하듯 청담자가

자신의 내면에 일으키는 정확한 체험이나 경

험을 탐사해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하여 찾아낸 것을 청담자에게 알림으로써 그

동안 감춰지고 억압되었던 청담자의 자아실현

경향성을 활성화시키려고 한다. 결국 청담자

의 자아실현은 새롭게 무엇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내면에 있던 것을 찾아내는 닫힌

개념으로 전락한다. 이에 비해 감춰진 무엇이

아니라 새롭게 되어가는 무엇에 초점을 둔 현

전재성은 자아실현을 지금 이 순간부터 계속

이어지고 새롭게 창조되는 열린 개념으로 본

다는 장점이 있다.

셋째, 상담자와 청담자가 상담관계를 통해

상호 성장한다는 인간중심상담의 원리에 충실

할 수 있다. 상담자 쪽에서 보면 일치성은 공

감,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과 마찬가지로 상담

과정에서 상담자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요

도구이다. 이때 청담자는 하나의 대상이요 객

체로서 일방적으로 상담자의 도움을 받는 수

동적 존재이며, 상담자는 전문적 도움을 제공

하는 기술자일 따름이다. 논리상 이 관계에서

청담자는 성장을 경험하지만 상담자는 그렇지

못하다. 기껏해야 상담자는 도움 제공의 전문

가로서 청담자의 성장에 만족하고 보람을 누

리는 것이 고작이다. 현전재성은 이러한 상담

관계의 특성을 뒤집어 놓는다. 현전재성에 충

실한 상담자는 상담관계에서 청담자를 돕기

위해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는다. 그 대신 자

기 됨의 과정에 몰입하면서 청담자와 함께 있

는 순간순간 자기를 누리는 성장 경험에 참여

한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상담자의 이런 태도

와 그에서 비롯된 자연스런 반응이 청담자의

성장을 도움으로써 결국 상담자와 청담자가

상호 성장하는 인간중심상담의 철학적 원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현전재

성으로 대표되는 진정성은 인간관계의 필요충

분조건들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조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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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핵심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결론 및 제언

이 글은 인간중심상담의 정수라고 할 수 있

는 인간관계의 필요충분조건들의 관계에 대해

탐색하였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조건들의 관

계는 진정성의 내용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

라 크게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Rogers가 인

간중심상담의 초기에 강조했던 일치성을 진정

성의 내용으로 보는 경우, 세 가지 필요충분

조건들은 상담자가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로

서 균등한 중요성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Rogers가 후기에 강조했던 현전재성을

진성성의 내용으로 삼는 경우, 진정성은 세

가지 조건의 중심 위치에서 공감과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을 활용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자아실현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필요충분조건 세 가지는 상담자와

청담자 모두를 자아실현의 과정에 참여시키는

생산적 상담관계를 구성한다는 주장이 가능하

다. 그렇다면, 필요충분조건들의 관계가 상담

의 실제 장면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상상해보자. 먼저, 일치성을 진정성의 내용으

로 보는 경우다. 이 경우 상담자는 청담자의

자아실현을 돕기 위하여 그때그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

이다. 세 가지 조건은 모두 상담자가 선택적

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구이므로 상담자는 청

담자의 상태와 환경적인 여건들을 두루 고려

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도구를 사용

하면서 청담자를 도우면 된다. 물론 한 가지

조건이 아니라 다른 두 조건들을 동시에 고려

해야 할 상황도 있을 것이다. 그 다음, 현전재

성을 진정성의 내용으로 보는 경우다. 이 경

우 상담자는 항상 진정성을 상담의 바탕에 깔

고 자기에게서 흐르는 느낌과 체험에 따라 다

른 두 가지 조건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진정성은 상담관계에 항상 머물러

있는 조건이고 공감과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진정성과 더불어

활용될 수 있는 조건이라는 말이다. 물론 상

담이 진행되는 동안 공감과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 활용되지 않은 채 진정성만으로 충실

한 순간들도 자주 등장할 것이다.

방금 언급했듯이 진정성의 내용에 현전재성

을 추가하면 상담의 실제 장면에 상담자가 적

용할 수 있는 태도와 기법은 그만큼 더 풍부

해진다. 따라서 앞으로 현전재성에 대한 개념

을 더욱 세련되게 다듬고, 이를 상담 실제에

활용할 수 있는 태도와 기법으로 발전시키는

일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다만, 현전재성

을 강조하는 일이 자칫 일치성의 가치를 왜곡

하고 이를 평가절하는 것이어서는 곤란하다.

일치성과 현전재성은 진정성의 내용을 떠받치

는 두 기둥으로서 모두 그 가치가 존중되어야

한다. Rogers로부터 시작된 인간중심상담은 현

대 상담과 상담학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인간관계의 필요충분조건이라는 개념은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맺는데 필수적이라는 인

식이 상담학계를 넘어 일반 사회로 널리 확산

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전문적 연구

가 드물다는 현실은 상담학도들이 한번 생각

해볼 일이다. 앞으로 공감은 물론이요, 무조건

적 긍정적 존중과 진정성에 대한 연구들이 많

이 발표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이 논문이

인간관계의 필요충분조건들에 대한 관심과 논

의를 활성화시키는 한 가지 계기가 되기를 바

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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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 among th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of human relation

Park, Sunghee

Che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m

This study tried to reveal the relation among th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of human relation,

which is the core concept of human-centered counseling. The relation of these three conditions are quite

different according to what we take as the main content of authenticity. If we take congruence as its

content, as Rogers did in his early academic years, three conditions are equal in their importance as

instruments which counselor can use. But, if we take presence as its content, as Rogers did in his later

academic years, authenticity possesses central position while using empathy and unconditional positive

regard as its instruments. In this relation, we can say authenticity is a continuous growing process of self

realization. And it also can be sad that the thre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compose productive

counseling relation inviting both counselor and client to the self realizing process.

Key words : relation,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authenticity, empathy, unconditional positive regard,

congruence, prese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