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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록】

융(C.G.Jung)의 인격론을 통한 도덕 교육 연구

김 은 이

본 연구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는 자기실 의 과정을 강조한 융의

인격론이 갖는 도덕 교육 시사 에 해 고찰한다.오늘날 삶의 방향을

잃고 우울과 불안 등의 신경증으로 고통 받는 많은 인들이 증가하면서

내면 치유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특히 학업 스트 스와 가정 불화,

학교 폭력 등으로 내면에 상처를 입은 청소년들이 늘어나면서 자신에 한

바른 이해와 내면 치유에 목표를 둔 도덕 교육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융

은 분열된 인격으로 인한 자기와의 괴리를 고통의 원인으로 보고,진정한

내면 치유를 해서는 인격을 통합하여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야 한다고 주

장한다.연구자는 융의 인격론이 자율 이고 통합 인 인격 형성이라는 도

덕 교육의 목표와 부합한다는 에 주목하여 도덕 교육에 어떻게 용될

수 있는가에 해 제시하 다.

로이트와는 달리 융은 인간의 무의식이란 억압되어야 할 부정 인 것

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목표 지향성을 지닌 정 인 것이라 보았다.융은

인간의 고통은 자신의 내면에 지닌 무의식의 창조 인 힘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인간에 한 무한한 신뢰를 보여주었다.따라서 융

의 인격론은 인격의 구성 요소가 지닌 가능성을 실 하여 체 인격의

일성으로 나아가는 자기실 의 과정이 인간이 추구해야 할 삶의 목 으로

제시한다.

자기실 의 첫 번째 단계는 무의식을 하기 이 에 자아의식과 페르조

나를 형성하는 것이다.자아의식과 페르조나가 형성된 이후에는 의식과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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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의 균형을 해 페르조나와 자신을 분리하는 작업이 이어져야 한다.

두 번째 단계는 그림자를 인식하고 수용하는 것으로 자신의 열등한 부분을

받아들이는 용기와 겸손의 자세가 요구되는 단계이다.세 번째 단계는 아

니마․아니무스를 인식하는 것이다.합리 이고 이성 인 남성은 내면의

섬세한 정감을 지닌 아니마를,반 로 섬세하고 감성 인 여성은 내면의

사유와 단과 같은 아니무스를 인식하여 균형 있는 인격을 지니는 단계이

다.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자기와의 만남으로 그 사람이 지닌 개성을 실

하는 것이다.즉,자기실 이란 자기와 가까워지고자 노력하면서 의식과

무의식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연구자는 융의 자기실 과정을 바탕으로 도덕 교육에 용될 수 있는

방법에 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첫째,인격의 구성 요소를 활용한 도

덕 교육이다.바람직한 페르조나를 형성하기 해서 도덕 교육에서는 학습

자에게 사회에 통용되는 도덕규범을 가르치고 자신의 역할을 바람직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길러주어야 한다. 한 내면에 있는 아니마․아니무스를

의식하여 남녀의 성 역할을 바르게 이해하고 남성성과 여성성을 균형 있게

다루는 양성성 교육을 실천할 수 있다.

둘째,자기실 을 목표로 한 도덕 교육이다.진정한 자신을 찾아 성숙한

인격을 형성하는 자기실 의 과정은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고자 하는 인성

교육과 닮아 있다.자기실 은 맹목 인 도덕성을 모방하지 않고 내면에

담긴 도덕 잠재력을 발달시켜 내면의 양심의 소리에 따라 행동하려는 윤

리 행 이다. 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받아들이면서 끊임없는 고통과

인내를 경험하는 과정은 자기실 이 곧 도덕 교육의 장(場)임을 말한다.자

기실 은 자신의 내면만을 살피는 개인지상주의가 아니라 타인에 한 배

려와 조화도 강조하고 있다는 에서 공동체 교육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

다.

셋째,내면 치유를 한 도덕 감정 계발 교육이다.진정한 자기 면을

통해 내면을 성찰하고 치유하는 과정은 자기를 이해하는 도덕 감정 계발

로 이어질 수 있다.이를 해 도덕 교육에서는 융이 내면 치유를 해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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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했던 변증법 화 방법과 상징을 활용한 술 활동, 극 명상 등을

극 으로 활용할 수 있다.도덕 교사는 내면의 치유자로서 학습자의 자

기실 을 돕고 내면 치유의 과정에 참여시키며 특히 교사 스스로가 자기실

의 과정을 체험해야 한다.

의식과 무의식의 조화를 통해 자신의 체인격을 실 하는 것을 강조한

융의 인격론은 자율 이고 통합 인 인격 형성을 목표로 한 도덕 교육과

맞닿아 있다. 한 오늘날 내면 치유의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융의 인격

론은 도덕 교육의 정의 측면을 보완할 수 있다.물론 청소년기를 상으

로 하는 도덕 교육에서 무의식과의 만남을 다루기란 쉽지 않다.그러나 의

식과 무의식의 조화를 통해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나는 것은 내면의 상처

를 치유하는 가장 근본 인 방법이자 인간의 평생 과업이다.따라서 도덕

교육의 범 를 인간의 삶 체로 넓히고 자기실 을 이끄는 도덕 교육의

방안에 해 앞으로 더욱 활발하게 모색되기를 기 한다.

주요어 :융,분석심리학,인격,페르조나,그림자,아니마․아니무스,자기

실 ,내면 치유

학 번 :2013-2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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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연구 목

최근 우리 사회의 심사 하나는 치유를 뜻하는 힐링(Healing)이다.

물질 만능주의로 인한 인간 소외의 증과 이기주의 인 사회 분 기의 팽

배로 인들은 더욱 고립되고 망감에 빠져들고 있다.경제 력개발기

구(OECD)회원국을 상으로 실시하는 통계 조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매해 최하 순 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자살률은 해마다

증하여 1 라는 불명 를 안고 있다.1)이는 생활수 의 향상 복지서

비스의 증가와는 별개로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불안정과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음을 말해주는 목이다.따라서 요즘 자존감 계발과 감정 치유를 주

제로 한 서 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힐링 카페,힐링 푸드 등 ‘힐링’을 겨냥

한 마 이 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상도 그리 놀라운 일은 아

니다.복잡한 사회 속에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외로움을 겪고 있는

인들이 원하는 것은 더 높은 물질 성장이라기보다 정서 으로 풍요롭

고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하는 일일 것이다.

오늘날 삶의 무목 성과 인간소외 문제는 비단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니

다.학업에 한 압박과 가정불화,학교폭력 등 여러 가지 강박과 갈등 속

에서 살아가는 청소년들은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채 자신감을 상실하고 더

욱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청소년들의 정서 문제를 해결하기

해 다양한 경제 지원이 이루어지고 이들을 상으로 한 상담 로그램

인성교육 로그램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으나 깊어질 로 깊어진 그들

1) 한 보건사 연 원에  행한 『보건·복지 슈 & 포커스』,「OECD 가  사망원

별 사망  비 」 보고 (2014)에  우리 라  사망  2002  1,054.6(  10

만 당)에  2012 에는 753.8  28.5%가 감 하  살에 한 OECD  연

사망  2002  22.7 (  10만 당)에  2012 에는 29.1  28.2%가 가

었다. 특  2012  우리 라  살에 한 사망  OECD 평균 12.1 에 비하여 

17.0  많았  는 34개 OECD 원   1 에 해당하는 수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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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면 상처를 회복하기에는 아직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청

소년들이 정 인 자아상을 바탕으로 올바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삶의

방향을 설정하기 해서는 무엇보다 내면에 있는 심리 결핍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한다.이러한 능력을 키워주는 일은 인성을 함양하고 바

람직한 가치 을 확립하여 인 인간상을 형성하고자 하는 도덕 교육의

목표와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다.

2011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도덕 교육은 올바른 단능력과

도덕 덕성 바람직한 가치 을 확립하여 자율 이고 통합 인 인격을

형성하는 데 을 두고 있다. 속한 사회․문화 변화에 상응하는 도

덕 ㆍ정신 성숙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덕 교과는 인성교육의

핵 교과로서 ‘사람다운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데 공헌하는 역할을 담당한

다.2)통합 인격 형성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고자 도덕 교과에서는 도덕

가치 공간을 토 로 내용 역을 설정하여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그

자기 자신에 한 올바른 이해와 자신에 한 지를 지닌 인간 양성을

하여 ‘도덕 주체로서의 나’와 련된 도덕 문제에서는 자아 정체성과

삶의 목 등에 한 탐구를 으로 제시하고 있다.3)바람직한 자아정

2) 2011 개  도 과 과 ( 과학 술  고시 2012-14 ) 에  시  도 과  

는 다 과 같다.

     “ 신과 우리·타 , 사 ㆍ 가ㆍ지 공동체, 연ㆍ 월  재  계에 한 

 해  탕  간  삶에 필 한 도 규 과  , 삶  다양한 

역에  생하는 도  에 한 민감  고 도  사고 과 단 , 도  

, 실천 지  능  함양하여 고 통합  격  한다.” 

          내
역 3·4학 5·6학 학  1~3학

도  

주체  

(가) 한 

( ) 신  

     스스  하는 삶

(다) 실한 생

(라) 하는 삶

(가) 감  과 

( )  행동에 한

     책 감

(다) 심과  계

(라) 하는 생

(가) 도  미

( ) 삶  과 도

(다) 도  찰

(라) 도  실천

(마) 간 재  특

( ) 과 도

(사) 도  아상

(아) 공  진

( ) 도  탐

3) 2011 개  도 과 과 ( 과학 술  고시 2012-14 ) 에  시  ‘도  

주체  ’   내  체계는 다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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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성을 형성하기 해 자기 이해와 자기 존 의 정신을 바탕으로 정 인

자아상을 확립하는 데 주목하는 도덕 교육의 목표는 오늘날 인들과 청

소년들이 겪는 삶의 무목 성과 인간 소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

의 석이 될 수 있다.

자기 이해와 정 자아상에 한 도덕 교육의 이론 기 는 인간 정

신을 체성(totality)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자신에 한 통찰을 통해 자기

실 에 도달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았던 칼 구스타 융(C.G.Jung,

1875-1961)의 인격론에서 발견할 수 있다.인간 정신의 심층을 밝히는 데

주력한 융의 사상은 그 동안 심리학 차원에 국한되지 않고 의학,종교학,

철학, 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다.특히 인간의 정신을 물리

세계와 상보 계에 있는 다른 우주이자 목 론 체계를 지닌 유기체

존재로 간주하는 융의 은 도교나 불교 사상의 핵심과 맞물리면서 동양

철학 분야에서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그러나 도덕 교육에서 융

의 사상은 인간의 무의식이 갖는 근의 한계로 활발히 논의되지 못했고

최근에서야 도덕 심리학의 한 부분으로서 주목받기 시작했다.이에 본 연

구자는 융이 제시한 인격의 구조와 자기실 의 과정을 탐구함으로써 융의

인격론이 도덕 교육에 어떠한 시사 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융은 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 강한 인상을 받고 그의 후계자로서 인간

의 심층을 연구했다.그러나 로이트가 인간의 무의식을 억압된 성 욕

구(리비도)로 해석하면서 인간의 삶을 성 변인에 의한 결정론 에

서 다루었다면 융은 인간의 무의식에는 성 욕구 이외에 종교 근원도

있다고 보면서 인간의 삶의 목표를 무의식의 자기실 으로 제시했다.4)이

와 같은 이해방식의 차이는 융으로 하여 로이트의 학문에서 벗어나 무

의식에 한 연구를 확장하도록 이끌었고 분석심리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탄생시키기에 이르 다.인간을 심층 으로 이해하고 탐구하고자 했던 융

은 인간의 마음이 고정불변하는 요소로 구성되어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4) 돈,「  격 」, 진 훈 『 격』( 울: 울 학 원, 2007), 

p.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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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각 구성 요소가 지닌 무한한 가능성의 실 을 통해 체 인

격의 일성을 드러낼 수 있다고 보았다.따라서 융의 사상의 핵심은 인간

정신의 구조와 그 역할 인격의 일성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융은 인격의 구성 요소를 극 계로 다루면서 의식과 무의식,자아와

그림자,페르조나와 아니마․아니무스로 설명한다.의식이란 정신세계 체

극히 작은 부분을 구성하는 것으로 무의식에서 분화된 산물이라면,무

의식은 주 성을 지닌 개인 무의식과 객 성을 지닌 집단 무의식으로 구성

되어 있다.의식의 심에 자아(ego)가 있다면,자아에 포함되지 못한 부정

인 부분은 개인의 무의식에 자리 잡은 그림자(shadow)가 된다.자아는

외부세계와 계를 맺으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배우게 되는데 이것이 외

인격,즉 페르조나(persona)를 형성한다.페르조나에 응하여 자아와 내면

세계를 연결해주는 내 인격인 아니마․아니무스는 남성에게는 여성 인

형태로,여성에게는 남성 인 형태로 존재한다.이러한 인격의 구성 요소들

을 통합하고 조 해주는 것이 바로 ‘자기(Selbst,self)’이며 무의식의 의식

화를 통해 이러한 ‘자기’의 실 에 이르는 것이 융이 제시한 삶의 목표이

다.자기실 ,즉 개성화(individuation)의 과정은 자신의 어두운 부분인 그

림자와 면하고 내면의 이성(異性)을 인식하여 양성성을 균형 있게 이루

는 것이다.나아가 자기실 이란 자신이 원래 무엇이었는지 깨달아 삶의

방향을 찾고 자신의 고유한 인격을 형성하는 것이다.이러한 융의 논의가

도덕 교육에 히 반 된다면 통합 인 인격 형성을 목표로 하는 도덕

교육의 내용과 방법 면에서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융의 인격론이 도덕 교육에 다음과 같은 시사 을 것

이라 기 한다.첫째,융이 제시한 인격의 도덕 교육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

덕 교육을 모색할 수 있다.융은 페르조나,그림자,아니마․아니무스 등

다양한 인격의 구성 요소를 제시하 다.이 바람직한 페르조나 형성을

한 교육과 아니마․아니무스를 통한 양성성 교육은 도덕 교육에서 시도

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방안이 될 수 있다.둘째,자기실 교육은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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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 완성과 타자와의 조화를 가능하게 한다.자기실 교육은 개인 차

원에서의 인격 완성과 더불어 자아와 타자와의 계도 함께 다룰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융의 자기실 이 갖는 의의를 이해하고 기존의 도덕 교

육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여 진정한 인격 교육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셋째,도덕 교육은 자기 면을 통해 내면 치유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그 동안 도덕 교육은 도덕 지식 달에 치우쳐 도덕 감정 계발에 소홀

히 했다.최근 내면 치유의 방법으로 각 받고 있는 융의 이론을 도덕 교

육에 용한다면 내면 치유를 한 다양한 교육 방안과 도덕 교사의 새로

운 역할에 해 활발하게 논의할 수 있다.특히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삶에 극 으로 다가가기 해서는 무엇

보다 자기 자신에 한 제 로 된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도덕 교육이

자기 면을 통한 내면 치유의 역할을 담당한다면 학생들은 자기 자신을 올

바르게 이해하고 삶의 목 과 방향을 찾게 될 것이다.

2.연구 방법과 범

본 논문의 목 은 융의 인격론을 바탕으로 인격의 개념과 자기실 에 이

르는 과정을 이해하고,그 도덕 교육 함의를 밝히는 것이다.이를 해

연구자는 융의 표 작을 분석하고 그의 사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연구서와 논문들을 함께 검토하는 문헌연구(DocumentaryAnalysis)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넓은 역에 걸쳐 다루어지는 융의 이론을 모두

검토하기보다는 도덕 교육에 많은 시사 을 던져 것이라 기 되는 융의

인격론에 해 집 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먼 로이트의 정신분석학과 융의 분석심리학을 비교하면서

양자가 서로 어떤 련을 맺고 있으며 차이 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해

이부 의 『분석심리학:C.G.Jung의 인간심성론』(서울:일조각,2002)과

분석심리학 련 연구서들을 참조한다.융이 제시한 인격의 다양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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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와 그 역할 개성화라고 불리는 자기실 에 도달하는 과정에 한

논의는 융의 심 서인 『인격과 이』(서울:솔,2008)와 C.G.Jung,

C.S.Hall,J.Jacobi의『융 심리학 해설』(부산:선 사,1992)을 기본으로

하되 융의 인격론을 다룬 연구서 들을 함께 참조한다.더불어 융의 인격

론이 도덕 교육 으로 어떠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해 내면

치유와 련된 서 도덕 교육 련 문헌들도 참조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Ⅱ장은 융 분석심리학의 이론 배경을

살펴보고자 로이트의 정신분석학과 비교하면서 논의한다.융의 사상을

이해하기 해서는 무엇보다도 그가 창시한 분석심리학에 한 기본 인

지식이 필요하다.특히 융의 분석심리학이 로이트의 정신분석학으로부터

많은 향을 받고 발 했다는 에서 두 심리학의 핵심 내용을 균형 있

게 다룰 것이다. 로이트와 융은 인간의 무의식에 해 많은 심을 기울

으나, 로이트는 단순히 성 변인으로만 해석한 반면 융은 성 변인

이외의 종교 근원에 해서도 고려했다.이러한 해석의 차이는 각각 인

간의 삶을 결정론 과 목 론 에서 바라보게끔 이끌었다.이와

같이 로이트와 융의 사상을 비교하는 작업과 함께 후기 학자들에 의한

계승 방향을 살펴 으로써 융의 분석심리학이 도덕 교육의 하나의 목표인

인 인 인간상을 추구하고 있는 도 제시한다.

Ⅲ장에서는 융이 제시한 인격의 구조 역할과 자기실 의 단계에 해

논의를 개한다.1 에서는 인격의 구성 요소 극 계에 있는 의식

과 무의식,자아와 그림자,페르조나와 아니마․아니무스의 의미와 역할에

해 살펴본다.특히 ‘자아’와 ‘자기’의 개념을 분명히 구별하여 인격을 구

성하는 극 인 요소들을 통합하고 조 하는 근거인 ‘자기’를 실 하는 것

이 융이 제시한 인생의 요 과업임을 제시한다.2 에서는 인격 완성이라

불리는 자기실 의 과정이 어떠한 형태로 개되는지 살펴본다.자아와 페

르조나의 형성에서부터 페르조나와의 분리를 경험하고 내면의 그림자의 인

식과 내 인격인 아니마․아니무스와의 통합 이후 본래 인 자기인식으로

나아가는 자기실 의 과정에는 상당한 용기와 인내심이 요구된다.즉,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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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의 과정이란 자신의 내면세계를 올바르게 탐구하면서 자기를 통찰하고

인간에 한 이해를 넓 가는 과정임에 주목하여 그 속에서 요구되는 다양

한 도덕 인 작업에 해 논의한다.

이러한 논의를 거쳐 Ⅳ장에서는 융의 인격론이 도덕 교육에 주는 시사

을 다양한 각도에서 모색한다.먼 융의 인격론에 한 미시 근을 바

탕으로 융이 제시한 인격의 구성 요소 에서 페르조나와 아니마․아니무

스를 활용한 도덕 교육을 제시한다. 한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실천

해나가는 인 인간 양성이라는 도덕 교육의 목표와 련하여 자신과의

면을 통해 인격 완성에 이르는 자기실 교육의 요성에 해 살펴본

다.특히 융의 자기실 이 개인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는 비 에서 벗어

나고자 자기실 의 과정 속에서 보이는 자아와 타자와의 계에 해 논의

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덕 교육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진정한 인격 교육의 모

습에 해 살펴본다.마지막으로 융의 사상이 마음을 다스리고 조 해 나

가는 내면 치유의 한 방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에 착안

하여 내면 치유를 한 도덕 감정 계발 교육에 해 논의한다.나아가

융의 내면 치유 방법을 응용하여 도덕 교육에서 진행할 수 있는 내면 성

찰 교육과 도덕 교사의 새로운 역할 모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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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융 분석심리학의 이론 배경

이 장에서는 융의 분석심리학이 탄생할 수 있었던 이론 배경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융의 분석심리학에 많은 향을 주었던 로이트의 정신

분석학의 기원과 특징을 살펴보고 로이트의 이론이 신 로이트학 에 의

해 어떻게 발 되어 왔는지를 검토한다.융이 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

해 어떠한 의견 립을 보 는지 확인하고 로이트에 한 비 이 분석심

리학의 탄생에 어떤 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이어서 융의 분석

심리학이 지닌 특징과 융 이후의 분석심리학이 오늘날 어떠한 형태로 이어

져오고 있는지 함께 다루고자 한다.

1.정신분석학의 기원과 발

1)정신분석학의 기원

로이트(SigmundFreud,1856-1939)에 의해 탄생한 정신분석학(精神分

析學,Psychoanalysis)5)은 인간의 정신 과정을 탐구하면서 개인의 신경증

에 한 치료법을 발견하고 그 과정에서 얻어진 개인의 심리 과정을 체

계 으로 제시하는 이론이다.정신분석학은 단순히 표면 인 의식과정,즉

이름 있는 것만 요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지 까지 밝 지지 않았던

인간의 심층 의식을 해명하려는 학문이다.6) 사회로 들어서면서 지성

과 이성을 강조했던 합리주의 사고방식은 인간을 목 이 아닌 수단으로

5) 신 학  ① 언어 ․ 행  ․ 신  식  미   수 는 연 , ② 

식  해 하거   억 하는 항  다루어  신  애  극복할 수 도

 하는 치료 , ③ 식  해   치료과  등에  타 는 료에 근

거하여 간  심리  술 ․  ․ 언 ․ 통 하 는 심리학  과 신병리학  

 체계 등  다. 울 학  연 ,『 학 어사 』( 울: 하우

동 , 1995),pp.602-603.

6) 강 계, 『프 트 신 학 야 』( 울: 해냄 사, 2007),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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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도록 만들었다.문명의 빠른 발 속에서 인간은 자신들의 욕망을 충

족시키기에 하 고 거 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들의 정신은

병들어 갔다.심리학계에서는 사회가 지닌 험성에 문제의식을 느끼

고 건강한 정신을 지닌 인간이란 어떤 것인지,인간의 정신을 건강하게 만

드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해 커다란 심을 갖게 되었다.그러나 정신과

정의 갈등을 리하게 통찰하고 의식과 충동의 균형과 조화를 추진함으로

써 건강한 정신을 소유한 인간상을 되찾고자 한 가장 요한 노력은 로

이트의 정신분석학에서 찾을 수 있다.7) 로이트는 인간의 정신이 의식된

것,의식되기 이 의 것,의식되지 않은 것의 요소로 이루어진다고 보았기

때문에 단순히 인간의 행동이 이성 의식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통 인

사고방식은 더 이상 무의미한 주장일 수밖에 없었다. 로이트는 인간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심층 의식을 밝 내기 해서 끊임없이 찰했고 스

트 스,노이로제,정신병 등과 같은 다양한 정신 질환으로 고통 받는

인들을 해 건강한 정신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밝 내고자

노력했다.

로이트에 의한 정신분석학의 탄생은 인간의 정신에 해 탐구하고자

했던 로이트 이 의 의학심리학에서 찾아볼 수 있다.인간의 정신과정

체를 의식이라 제하고 인지(cognition)에 집 한 일반심리학과는 달리

의학심리학은 환상이나 기와 같은 비합리 인 정신과정에 을 맞추고

정신의 내면 깊숙이 숨어 있는 힘을 찾는 데 집 한다는 에서 로이트

의 정신분석학은 일종의 의학심리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8)원시 사회

에서의 의학 치료는 인간의 신체 질병과 정신 질병이 악령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고 악령을 쫓아내기 해 굿을 하거나 기도를 하는 등의 의

식을 치름으로써 이루어졌다.미친 것이 곧 악한 것이라는 생각은 정신질

환을 겪는 사람들을 비인간 인 장소에 감 하거나 처벌하는 방식으로 이

어지면서 당시의 정신질환 치료는 정신 질병의 근본 원인을 치료하기보

7)  책, p.33.

8)  책, p.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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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해로움을 방지하는 수 에만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18세기에 이르러 인간의 정신이상을 더 이상 악령에 의한 것이 아

닌 하나의 질병으로 여기게 되면서 정신이상자들을 인간 으로 취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1972년 라 비세트르(laBicêtre)병원장이었던 필립 피

넬(PhilippePinel,1745-1856)은 정신이상의 원인을 뇌기능의 비정상 인

작용에서 찾고 정신이상자들을 감 하지 않는 인간 이고 합리 인 치료법

을 용했다.피넬의 를 이은 장 에스키롤(JeanEsquirol,1772-1840)은

정신질환의 원인을 사랑에 한 불만,경제 손실,여러 가지 실패 등의

심리학 요소에서 찾음으로써 우울증과 환상(hallucination)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9)

정신이상자들을 치료받아야 할 환자로 여기기 시작하면서 이들에 한

치료법이 심리학과 의학에서 활발히 이루어졌다.특히 라 살페트리에르(La

Salpêtrière)의 신경학 병원장 장 샤르코(JeanCharcot,1825-1895)는 히스

테리 환자에 한 최면요법을 연구하면서 의학심리학에 큰 공헌을 하고,

그 제자 로이트에게 많은 향을 주었다.19세기 말 노이로제를 연구하

던 로이트는 스승 샤르코의 최면술에 매료되었으나 정신질환의 원인이

정서 이고 능동 인 정신의 힘에 있으며 다양한 정신의 힘들이 서로 갈등

하는 상황에서 최면술은 단지 일시 인 치료에 불과하다는 한계 을 깨달

았다.10)이후 샤르코와 결별한 로이트는 자신의 선배이자 친구인 조셉

로이어(JosephBreuer,1842-1952)를 통해 의사가 환자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환자가 자신의 문제 을 말하면서 스스로를 깨닫도록 돕는 정화(淨

化)치료법을 배우고,몇 년 뒤 환자에게 모든 문제 을 이야기하도록 하는

자유연상법을 이용하여 비정상 인 행동의 잠재 원인을 악하고자 주력했

다.11)인간의 내면에 한 끊임없는 탐구를 통해 로이트는 정신이상의

원인이 무의식에 의해 작용됨을 깨닫고 심리학에 더욱 집 하면서 성본능,

9)  책, pp.81-84 참고.

10)  책, pp.86-87.

11) Calvin S. Hall,  역, 『프 트  심리학 』( 울: 스타 스, 2014), 

pp.23-2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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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 분석,성격 이론,꿈의 해석 등의 연구를 진행하여 20세기의 사상계를

뒤흔드는 정신분석학을 탄생시켰다.

2) 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이론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인 로이트는 라이베르크( 체코슬로바키아

토)에서 태어나 거의 80년 동안 생의 부분을 오스트리아 빈에서 생활했

다.인간을 과학 연구의 상으로 바라보게 만든 찰스 다 의 진화론과

인간의 내면 심리도 과학 으로 연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 구스타 페히

(GustavFechner)에 향을 받아 지 으로 성장한 로이트는 심리학

이외에도 19세기 엽 독일의 물리학자 헤르만 폰 헬름홀츠(Hermannvon

Helmholtz)의 에 지 불변의 법칙을 통해 물리학에도 심을 갖게 되었다.

에 지 불변의 법칙이란 사실상 에 지는 양(量)이기 때문에 에 지가 변

형될 수 있어도 소멸되지 않는다는 법칙으로 즉,하나의 체계 내부에서 어

떤 부분의 에 지가 사라지면 그 에 지는 반드시 다른 어떤 부분에서 나

타난다는 주장이다.12)이와 같은 은 인간도 하나의 에 지 체계로 간

주하면서 다른 물질에 용되는 물리 법칙과 동일하게 움직인다는 인간

을 인류에게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19세기 후반 로이트는 당 최

고의 생리학자 던 스승 뤼 (ErnstBrücke,1819-1892)를 만나 유기체

는 생기론 13) 는 자연 인 힘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화학과

물리학의 법칙을 용할 수 있는 역학 체계라는 사상을 확립하게 되고,

인간의 신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기본 성격에도 역학 법칙이 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함으로써 인격에 내재한 에 지의 변형과 교류를 연구

하는 역학 심리학(dynamicpsychology)을 창안했다.14)인간의 마음속에

12)  책, p.19.

13) 생 (vitalism, 生氣論) 란 아리스 스  엔 아(entelecheia)  탕

   생 상  질   능 상  생  원리에 해 하고  

하는 학 다.  책, p.63.

14)  책,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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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 인 힘의 작용을 탐구하면서 로이트는 무의식의 존재를 세상에 알

렸고 인간 정신의 구조와 그 기능을 밝히는 정신분석학을 이끌어 나갔

다.15)

로이트는『꿈의 해석』(1900)에서 인간의 의식 수 을 의식, 의식,

무의식으로 악했다.16)이후 정신분석의 꾸 한 연구를 통해 『자아와 이

드』(1923)에서 인격(personality)의 구성 요소를 이드(id),자아(ego), 자

아(superego)로 구조화했다.이드는 it을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말로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쾌락원리(pleasureprinciple)에 따라 즉각

인 욕구 충족을 목 으로 하는 가장 본능 이고 원 인 요소이다.이

드는 정신 에 지가 장된 곳으로 논리나 이성 그 어떤 것에 의해 지배받

지 않고 도덕․윤리를 지니고 있지 않다.이드의 쾌락 원리에 따라 욕구

충족에만 몰두한다면 인간은 결코 생존과 종족 보존이라는 목표를 달성하

기 어렵다.따라서 비합리 인 이드를 통제하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실 방법을 제시하는 인격의 집행자,바로 자아가 필요하다.라틴어로 I

를 의미하는 자아는 의식 이고 합리 인 요소로서 인간이 어떤 욕구를 만

족시킬 실제 인 상을 발견하거나 만들어 낼 때까지 에 지의 방출을 잠

시 보류시키는 실 원리(realityprinciple)17)에 따라 이드의 충동을 억제한

다. 자아는 Over-I를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말로 인격의 도덕 ․

비 측면을 담당한다. 자아는 실 이라기보다는 이상 인 것을

신하고, 실이나 쾌락보다는 완 성을 지향한다. 자아는 어린 아이가 부

15)‘심리학과 신 학  어  연계  는가?’하는 신  질 에 프 트는 1927

 게 답했다. “ 신 학  심리학  주 안에 한다. 신 학  

 학  심리학  병   다루는 심리학에 하지 않는다. 그  단순  심

리학 그 체에 는 것 다. 결  신 학  심리학  는 아니다. 그러  신

학   심리학  하   어  심리학  체   하고 

는 것 라고 할 수도 다.”  신  단순  신 질  치료 만 여 는 

경우가 많지만 프 트는 신  심리학  체계  강 했다.  책, 

pp.31-32.

16) 식  감각  통해 알아차리는 든 것  미하고, 식  식과 식 사

에  억압 어 지만  통해 쉽게 식  들어갈 수 는 다. 식

 마    곳에 숨겨  간  감각  통해 알아차릴 수 없  본능, 동, 

억압  억 등  재 어 는 다.  

17)  책,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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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부터 선과 악,덕과 죄에 한 인식을 받아들인 결과 형성되는 것이며

자아로부터 그 발달이 개된다.18) 자아는 사회에 반하는 이드의 충동을

억제하고,심리 보상과 처벌을 통해 자아가 도덕 고려를 할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을 담당한다.

인격의 세 체계에 작용하는 에 지를 ‘정신 에 지(psychicenergy)’라고

하며 이는 모두 본능에서 얻어진다.본능에는 크게 생명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이 있는데 생명의 본능이 사용하는 에 지를 ‘리비도(Libido)'19)라고

한다.이드는 정신 에 지가 최 로 장되는 장소로 정신 에 지를 형성

하는 총량인 본능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따라서 정신 에 지가

이드에서 외부로 나와야 자아와 자아가 구성될 수 있다.앞에서 언 한

역학 법칙이 정신 에 지의 분배에 용되기 때문에 어느 한 체계가 에

지를 획득하면 다른 두 체계는 에 지를 상실한다.인간의 행 는 에 지

분배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자아가 에 지를 지배하면 인간의 행 는 도

덕 이고 자아가 에 지를 지배하면 실 이며 이드가 에 지를 지배하면

충동 이게 된다.20)

로이트는 불안을 인격의 발달에서 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로 다루면

서 외부세계로부터의 험에 한 실 불안,본능으로부터의 험에

한 신경증 불안,양심에 의한 도덕 불안으로 구별했다.인간은 인격을

발달시키면서 겪는 각종의 욕구불만과 불안 등에 항하기 해 실을 왜

곡하거나 감추는 비합리 인 방어기제를 사용하여 자아를 보호하고자 한

다.방어기제의 표 인 로는 충동이나 욕구, 험한 기억을 무의식에

가두는 억압(repression), 불안의 원인을 외부세계로 돌리는 투사

(projection),충동을 억제하기 해 자신의 생각과 반 로 행동하는 반동

형성(reactionformation),어떤 상태에 머물러 버리는 고착(fixation),미성

18)  책, p.52.

19) 프 트는 죽  본능  사 하는 에 지에는 특 한 칭  지 않았다.  

프 트는  에 지  하  해 ‘리비도’라는 어  사 했  후에는  

리비도  생  본능  갖는 에 지  했다.  책, p.96.

20)  책, p.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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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한 상태로 되돌아가는 퇴행(regression)등이 있다.21) 로이트는 인간이

방어 기제에 의존하지 않기 해서 내재 인 성숙과 한 경험을 통해

자아를 발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 의 이목을 사로잡은 이유는 성(性)과 련

되어 있기 때문이다. 로이트가 가장 깊이 연구한 성본능(리비도)은 이후

수많은 학자들에게 비 받았을 만큼 끊임없는 논란을 일으킨 부분이었고

그 만큼 인격의 발달에 있어 로이트가 매우 강조했던 요소이기도 하다.

로이트는 성본능의 발 에 따라 그 원천이 자리 잡은 성감 가 차례로

발달하게 되고 이 때 성본능이 어떻게 충족되었는가에 따라 성격에 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먼 리비도가 입, ,입술에 집 되어 있는 구강기는

보통 생후로부터 1년까지의 시기로 먹는 행동을 통해 욕구를 충족시키고

어머니와의 애착을 형성한다.만약 구강기에 욕구를 히 충족시키지 못

하면 후에 과식,과음,손가락 빨기 등의 구강기 고착 상이 나타나고 성

격 형성에 커다란 향을 받게 된다.1세부터 3세까지는 리비도가 항문부

에 집 되는 항문기가 나타난다.이 시기에는 이드로부터 자아가 형성되

기 시작하며 배변 훈련이 치 못한 경우에는 결벽증이나 불안과 같은

고착 상이 나타나게 된다.3세부터 6세까지는 리비도가 성기에 집 되는

남근기가 진행되는 시기로 남자아이는 어머니에 한 애정으로 아버지를

질투하는 오이디푸스 콤 스,여자아이는 반 로 어머니를 질투하는 일

트라 콤 스를 경험한다.이후 아이들은 자신들의 질투를 억압하면서

동성의 부모를 동일시하고 성 역할을 학습하며 자아를 형성시킨다.6세

에서 11세까지는 성 충동이 억압되고 지 탐구에 힘쓰는 잠복기를 경험

하고,12세 이후부터는 생식기 의 변화로 성본능이 매우 증가하는 생식기

가 나타난다.사춘기 아이들은 자신들의 성본능을 실 으로 수용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나가면서 타인에 한 심을 늘리고 이타 인 사람으

로 발달하게 된다.

로이트의 심리성 발달단계는 성본능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과학 검

21)  책, pp.136-15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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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많은 비 을 받아왔다.22)그럼에도 불구하고 로

이트의 연구 결과가 의의를 갖는 이유는 로이트의 이론에 한 수많은

근과 비 을 통해 이후 다양한 정신분석학의 연구가 발달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했고,무엇보다도 인간의 발달에 한 이해를 높여 으로써 건 한

인격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에서 찾을 수 있다.

3)신 로이트학 의 정신분석학 계승

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은 선풍 인 인기를 끌면서 종교, 술,문학,심

리학,교육,사회과학 등 많은 분야에 향을 미쳤고 재까지도 인간의 성

격 발달이나 문제 행동을 이해하는 데 다양한 이론 기 를 제공하고 있

다.특히 무의식이란 개념을 세상에 리 알리고 들이 콤 스,억압,

고착 등의 정신분석학 용어를 일상 인 화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이해

하고 받아들이게 된 은 로이트의 커다란 업 이기도 하다. 한 로

이트는 노이로제,스트 스와 같은 가벼운 정신질환은 오직 정신이상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과 무의식을 지닌 인간이라면 구든지 경험할

수 있는 일이라 여기면서 정신분석학을 보다 인 학문으로 이끌었다.

그러나 로이트의 이론은 많은 분야에 향을 미침과 동시에 수많은 비

에 부딪쳤다.탐욕 이고 괴 인 소망을 아의 속성으로 보면서 인간의

본성을 지나치게 부정 으로 다루거나 근친상간과 동성애 상을 모든 인

간이 지니고 있는 특징으로 제시한 은 언제나 선하고 잖기를 바라는

인간들을 격분하게 했다. 로이트가 인간의 행 를 성본능으로 설명하면

서 이성이나 지성 등의 요소를 간과하고 있거나 환자들을 상으로 얻어진

연구 결과를 정상인들에게 일반화한 도 합리주의와 과학 사고를 강조

22) 프 트  주  경험  검  에  많  비  는다. 가  Kline, 

Giovacchini 등  프 트   경험  검  수 없  에 과학  타

당하지 않다고 보았고, Burger 또한 프 트   개  료에 하여 

  아들  어 다고 비 하 다. 그 에 Horney  같  여 학 들  프

트  근 망과 여 에 한  에 해 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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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학자들이 비 거리로 삼기에 충분했다.

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은 이후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 계승되고 수정되어

오면서 다양한 방면으로 발 되어 왔다.신 로이트학 (neo-Freudians)로

지칭되는 로이트 계승자들은 로이트가 인격의 발달에 있어 성본능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과는 달리 사회ㆍ문화 요인을 부각시키는 경향으로

이어졌다. 로이트의 의견에 비 을 가하며 이후 분석심리학이라는 독자

학문을 창시한 융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논의하기로 하고 신 로이트학

를 이끈 표 인물과 그 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알 드 아들러(AlfredAdler,1870-1937)는 개인의 분리불가능성에 따

라 인간 체를 다루어야 한다는 ‘개인심리학(individualpsychology)’을 창

시했다.아들러는 정신의학에 흥미를 느껴 로이트와 함께 정신분석을 연

구하지만 차 로이트의 성욕 심설에 반기를 들고 인간의 행동 요인을

성욕이 아닌 권력에의 의지23)에서 찾았다.아들러는 로이트의 이론에서

소홀히 다루어졌던 의식의 세계와 사회 자아가 갖는 요성을 강조하면

서 인간의 심리는 성충동만이 아닌 재와 의식의 힘,그리고 사회 환경

에 더 많은 향을 받으며 발달한다고 보았다.아들러는 인격을 발달시키

는 요한 원동력으로서 열등감을 강조하고 인간은 열등감을 극복하고 보

상하기 해 노력하는 존재라고 보았다. 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 결정론

,인과론 근 방식을 취하면서 신경증의 원인을 과거의 외상이나 그

로 인한 고착 등의 인간이 어 할 수 없는 무의식에서 찾고자 했다면 아들

러는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할 때 신경증이 발생한다고 보고 인간의 행동은

과거와 상 없이 그 사람의 지닌 목 이나 목표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미래

지향 ,목 론 근 방식을 취했다.아들러의 이론은 로이트의 견해와

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훗날 빅터 랭클,매슬로우와 같은 심리학자

들에게 많은 향을 주었고,정신분석학의 범 를 더욱 넓히고 보완했다는

23) 아들러는 니체  에  지에  그 말  빌 지만 니체 는 다  미  사 한

다. 니체는 에  지   생  지  생  해 보다 우수해지고  

지 하 는 지  사 했지만 아들러는 에  지  간 행동  동  열등감

에 한 보상  아실  는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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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그 의의가 있다.24)

아들러 이후 로이트의 이론을 계승하고 수정해 온 신 로이트학 는

정신분석학을 더욱 다양하게 발 시켰다.신 로이트학 는 로이트의 결

정론 이고 생물학 을 버리고 사회학 을 강조하면서 정신분석

을 사회심리학과 문화인류학에 목시키려는 움직임을 보 다.이러한 움

직임을 이끈 표 학자로는 호나이,설리반, 롬 등이 있다.호나이

(KarenHorney,1885-1952)는 아들러의 이론을 계승하면서 신경증을 문화

의 에서 다루었다.아들러처럼 호나이는 사회 인간을 요시하면서

불안이나 신경증의 원인이 결코 성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재의 인 계와 문화 조건에 있다고 보았다.따라서 신경증은

사회생활이 원활하지 않거나 사랑과 안 의 욕구가 제 로 충족되지 못할

때 발생한다고 주장했다.설리반(HarryStackSullivan,1892-1949)은 어린

시 에 사회 고립을 직 경험하면서 인간과 인간과의 계가 요하다

고 보는 인 계이론을 주장했다.인간은 기본 으로 식욕이나 성욕과 같

은 만족을 추구함과 동시에 사회 인 측면에서 불안을 회피하고자 하기 때

문에 인격의 발달은 인간 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인간은 항상 타인과 정 인 계를 만들기 해 노력하는 존재라고 보았

다. 롬(ErichFromm,1900-1980)은 인간 계를 문화 인 에서 다루

면서 삶의 사회 조건들에 심을 가졌다.설리반이 미시 인 측면에서

인 계에 을 맞추고 있다면 롬은 거시 인 측면에서 사회체계와의

계에 을 맞춘다는 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롬은 문화가 인간의

충동을 변화시켜서 인간을 그 문화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

에 인간의 발달은 그 사람이 속한 문화와 하게 련되어 있다고 보았

다.25)

신 로이트학 는 이외에도 하르트만(Hartmann),크리스(Kris),에릭슨

(Erikson),라캉(Lacan)등의 굵직한 학자들에 의해 오늘날까지도 끊임없이

24) Calvin S. Hall, 수 역, 『프 드 』( 울: 한림미 어, 1999), pp. 

199-210 참고.

25)  책, pp.211-21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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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석학을 계승해오고 있다.오늘날의 정신분석학은 로이트의 이론에

가해지는 수많은 논란과 비 을 수정해오면서 기 로이트의 학문 색

채를 강하게 느끼기는 어렵다.하지만 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 지닌 기본

은 훼손시키지 않되 문학,의학, 술 등 다른 학문들과의 목을 통해

서 정신분석학의 발 가능성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보여

은 신 로이트학 의 커다란 업 이라 할 수 있다.다만 신 로이트학

는 로이트의 이론을 인간학 으로 보완하는 데 집 한 나머지 로

이트의 한 업 인 무의식에 해서는 많은 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융은 신 로이트학 가 깊게 연구하지 못한 무의식의 세계에 집 하면서

그들이 놓쳤던 무의식의 창조성을 발견하고 이를 학문 으로 정립하기

해 분석심리학이란 새로운 학문을 창시했다.

2.융 분석심리학의 특징과 발

1) 로이트와 융의 비교

분석심리학의 창시자 융은 로이트의 이론이 갖는 한계 을 보완하면서

정신분석학을 새로운 방향으로 계승한 인물이다.융의 분석심리학은 로

이트의 향을 많이 받았지만 로이트의 이론에 한 비 을 보완하는 과

정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융의 분석심리학을 이해하기 해서는 먼 로

이트와 융의 학문 차이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융은 1875년 7월 26일 스 스 동북부 투르가우 주의 작은 마을에서 목사

의 아들로 태어났다.융은 어린 시 남근상을 한 신의 꿈과 바 놀이,인

형과의 비 스러운 놀이를 경험하고26),청소년기에는 신의 본체에 해 심

각하게 고민했다,그러나 신에 한 문제를 명확히 해결하지 못해 그 아쉬

26) 어린 시  체험  훗   집단  식과 원 에 향  주어 간  우지 

않고도 미 마 에 간  가  원  행동  키는 보편 고 시공간  

월하는 건  가지고 다고 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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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쇼펜하우어의 염세 세계 과 칸트의 순수이성비 으로 달랬다.

학에서 의학을 공부하던 융은 끊임없이 종교 문제에 해 고민을 했으나

여 히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했고 이후 크라 트 에빙((Krfft-Ebing)의 정

신과 교과서(1800)를 하면서 당시에는 으로 무시되고 있던 정신의학

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1900년 융은 취리히 학 정신과병원에 주임교수로 있던 오이겐 블로일

러(EugenBleuler,1857-1939) 에 차석 조수로 들어가 수년간 단어연상

에 한 실험 연구를 하던 무의식 인 콤 스의 존재를 발견하고

로이트의 정신분석학과 만나게 되었다.1906년 로이트와의 서면을 통

해 학문 토론을 교환하기 시작한 융은 로이트의 이론이 인간 심리를

사변 인 이론에 의해서가 아닌 체험을 통해서 탐구해 가는 경험론 태도

를 취하고 의식 머의 마음 심층을 과학의 상으로 살펴가는 것에 매료

되어 로이트의 이론을 으로 신뢰하게 되었다.당시 로이트 한

융에게 국제정신분석학회 회장직을 맡기거나 1909년에는 미국 클라크 학

교에서 공동으로 강의를 할 만큼 융을 자신의 후계자로 했다.그러나 융

은 로이트의 이론에 의문을 가지면서 무의식에는 억압된 성본능뿐만 아

니라 종교 원천과 같은 것이 내재되어 있고 인간의 삶이 성욕에 의한 결

정론 에서 설명될 수 없음을 깨달았다.융이 로이트의 성욕설에

강하게 반 하기 시작하면서 로이트와의 의견 립은 더욱 심해졌고 둘

은 만난 지 6년 만에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이후 융은 로이트와는

독자 으로 무의식에 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개인 무의식,집단 무의

식,아니마,아니무스,개성화 등의 개념을 통해 무의식의 구조를 새롭게

제시하고 그의 커다란 업 인 원형이론을 창조했다.

융은 무의식의 존재를 발견한 로이트의 업 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

로 무의식에 한 연구를 발 시켰다.그러나 융이 정신분석학과는 다른

방향의 길을 걸으며 분석심리학을 탄생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의식의 구

조와 기능에 한 생각,인간을 바라보는 에서 가졌던 로이트와의

의견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 로이트와 융의 학문 차이를 보다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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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무의식에 한 이다.융이 로이트와의 결별을 결심할 만큼

로이트의 이론에서 가장 크게 의견 립을 보인 부분은 무의식이다.

로이트는 무의식의 내용이란 의식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특성 때문에 억

압된 유아 경향이라고 보았다.27)융은 로이트의 학설에 따라 환자를

치료하 으나 그 과정에서 그의 학설과 일치하지 않는 상들을 목격하고

무의식에 한 로이트의 부정 인 에 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융은 무의식이 단순히 억압된 성 충동뿐만 아니라 그 밖의 여러 가지 다

른 충동과 심리 요소가 있다고 보았다. 한 무의식에는 실에서 받아

들여지지 않아 억압된 충동뿐만 아니라 단순히 잊어버린 것들이나 자극이

약해 의식까지 미치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를

개인 무의식이라는 개념으로 다루었다.28)

무의식의 유아 경향이 가장 많이 드러난다고 하더라도,무의식 체를

그에 따라 정의하거나 평가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일 것이다.무의식은 그

밖에도 다른 측면을 갖고 있다.즉,무의식의 범 에는 억압된 내용뿐만 아

니라 의식의 문턱값(식역치,識閾値)에 이르지 못한 모든 심리 소재가 포

함되어 있다.이 모든 소재가 문턱값 아래에 있는 것을 억압의 원리로 설명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그런 식으로 설명한다면 억압을 제거함으로

써 인간은 더 이상 아무것도 망각하지 않는 이상한 기억을 갖게 될 것이

다.29)

융은 더 나아가 개인이 경험한 개인 무의식 이외에도 인간이면 구나

가지고 있는 보편 인 특성의 집단 무의식을 제시했다.융은 집단 무

의식이란 알콜 독자가 뱀의 환각을 보는 상이 다른 나라,다른 문화

속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조상이 겪은 체험이 유

27) C.G.Jung, 한 연 원 C.G.   역 원  역, 『 격과 』 ( 울: , 

2007), p.17.

28) ,『그림 』( 울: 한 사, 1999), p.32.

29) C.G.Jung, 한 연 원 C.G.   역 원  역, 앞  책,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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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달되어 형성된 것이라고 보았다.30) 한 꿈과 같은 무의식의 상징

상을 로이트는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억압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하

는 반면 융은 미래의 무언가를 나타내기 한 목 성을 지닌 것으로 다루

었다.즉 무의식이 의식에서 억압되어 이루어진 것이라 보는 로이트의

주장과는 달리 융은 무의식이란 의식을 낳은 모체로서 단순히 성 인 욕망

의 원천이 아니라 창조 인 기능을 가진 것이라 주장했다.31)따라서 융은

인간의 무의식이 결코 의식에 의해 억압되어야 할 부정 이고 험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 상처와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치료 기능을 지닌

것으로 다루었다.

둘째,신경증에 한 이다.무의식에 한 인식의 차이는 신경증에

한 에도 향을 주었다. 로이트는 신경증의 원인을 유아기 시

자신의 성욕과 부모와의 권 에서 오는 심리 갈등인 오이디푸스 콤

스에서 보고 신경증을 치료하기 해서 과거의 상처가 어떻게 처리되었는

지 분석하고 밝히는 데에만 집 했다.하지만 융은 단순히 과거에 억압된

개인 무의식에 한 분석에만 그치지 않고 보편 으로 지니고 있는 집단

무의식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동안 살아가면서 잊고 있었던 부분을

실에 어떻게 응시킬 것인가에 해 고민했다.융의 목표는 의학 인 심

리학을 과거의 ‘환원론 인과론’에서 해방시키고,무의식이 개인 인 지평

을 넘어서는 차원을 가진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었다.특히 융은 인간의 심

리가 혼의 과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분명한 목표지향성(목

론)을 가지기 때문에 심리치료를 할 때에는 이러한 미래의 차원을 반드

시 고려해야 함을 밝히고자 했다.32)융은 인간이 겪는 고통을 다룰 때 과

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 고통의 유래를 찾고 동시에 그 고통이 무엇을 의

미하는지,인간을 어디로 이끌고자 하는지 그 목 성을 함께 살펴보고자

했다.

셋째,종교에 한 이다. 로이트는 종교를 일종의 환상이라고 보면

30) Calvin S. Hall, 수 역, 앞  책, p.191-200 참고.

31) , 『 심리학 : C.G.Jung  간심 』( 울: 각, 2002). p.51 참고.

32) Gerhard Wehr, 한미  역, 『카   : 생애  학 』( 울: 치, 1998),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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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자연의 압도 인 력에서 자신들을 지켜내고자 생겨난 것이자 강박

념에 사로잡힌 노이로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융은 로이트가

종교에 해서 지나치게 병 이고 신경증 인 증상과 동일하게 다루고 있

음을 지 했다.융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근원 이고 보편 인 집단

무의식이 종교 체험을 자연스럽게 이끌기 때문에 인간은 구나 종교

일 수 있고 이러한 종교 태도는 인간 본성의 불가결한 속성이라고 보았

다.융에게 있어 종교란 마음의 건강하고 능동 인 기능의 산물이기 때문

에 종교성을 상실하게 되면 인간은 정신 기를 겪게 되고 이러한 경험

은 종교성을 회복하는 기회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그리하여 융은 집단

무의식에 한 연구를 해서 신화와 종교를 분석하는 데 극 인 태도를

보 고 그 결과 로이트가 밝히지 못했던 보다 깊고 넓은 무의식의 세계

에 다가갈 수 있었다.

넷째,리비도에 한 이다. 로이트는 정신 에 지를 지칭하기 해

사용한 리비도를 성본능과 동일하게 보았다.그래서 성과 련이 없는 정

신 에 지조차 성본능으로 환원하고 다양한 정신 상을 성본능 하나로만

설명하고자 했다.이러한 로이트의 생각은 인간의 발달 단계마 리비도

설과 련시키면서 자신의 이론을 인과론 결정론의 근 방식으로 나아

가게 했다.융은 리비도가 오직 성본능과 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다양

한 정신 질환의 원인이 성본능으로만 환원될 수는 없다고 비 하면서 다음

과 같이 말했다.

논의가 억압의 내용에 오게 되면 사태는 달라졌다.여기에 있어서 나는

로이트에 동의할 수 없었다.그는 억압의 원인을 성 외상이라고 생각하

고 있었다.그러나 나의 경험을 통해 볼 때 다른 요인 때문에 생긴 생활상

의 괴로움,체면 등의 문제가 나오게 되었으며,성욕의 문제가 제2차 인 역

할을 행하게 되는 수많은 사례를 나는 알고 있었다.나 에 나는 그러한 사

례들을 로이트에게 제시했었는데,그는 성욕 이외의 요인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이 사실은 나에게는 커다란 불만이었

다.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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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로이트는 성본능에 한 학자들의 격렬한 비 에 의해 리비도를

성 인 것의 정신 측면이라는 뜻에서 ‘정신성 (psychosexual)’이라는 넓

은 의미로 해석하고자 했다. 한 신경증이 성본능의 억압과 련 없이 일

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거나 자신의 본능 이론을 크게 수정하여 생명의 본

능과 죽음의 본능으로 나 어 비 을 피하고자 했다.그러나 로이트가

여 히 성본능을 리비도의 핵심으로 다루고 정신 에 지를 단순히 몇 가지

의 본능으로 나 어 설명하고자 한 에 해 융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융은 정신 에 지를 성본능이나 죽음의 본능 등의 특수한 성격을 나타내는

말로 설명하게 되면 총체 인 인간의 정신은 몇 가지 충동으로 단순화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융은 “정신을 성 용어로 범람시키는 것을 억제하

고 성 그 자체를 바른 자리로 옮겨 놓기 기 해”34)인간의 정신생활을

성본능으로 설명하려 한 로이트의 생각을 인정할 수 없었다.

로이트와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융은 1913년 국제정신분석학회의

회장직을 사직한다는 서신을 로이트에게 보내고 무의식의 연구에 몰두하

기 해 학 강사직을 그만두었다. 로이트를 떠난 뒤 마음의 안정을 찾

지 못하고 방황하던 융은 어린 시 의 기억을 떠올리며 무의식의 비합리

인 힘에 이끌리게 되었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무의식에 한 연구를 진행했

다.무의식에 직 직면하면서 융은 무의식의 내용과 그 성질에 해 새로

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고독한 탐구의 시기를 거쳐 분석심리학을 탄생시켰

다.

2)융의 분석심리학 이론

융은 1912년 『무의식의 심리학』이란 책을 출간하면서 로이트의 정신

33) C.G.Jung, C.S.Hall, J.Jacobi,  역,『  심리학 해 』( 산: 사, 1992), 

pp.60-61.

34) C.G.Jung, 『Der Gegensatz, Freud und Jung』, G.W. Bd.4.p.390, (2002), 앞  

책, p.49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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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학을 비 하고 로이트의 이론과는 구별되는 자신만의 심리학을 지칭

하고자 ‘분석심리학(分析心理學,Analyticpsychology)’이라는 새로운 용어

를 만들었다.35) 로이트와의 결별 이후 1916년 「무의식의 구조」라는 논

문을 통해 ‘개인 무의식’,‘집단 무의식’,‘아니마’,‘아니무스’,‘자기’,‘개

성화’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로이트 학 와는 비되는 취리히 학 (융

학 )를 설립하지만 융은 정신 안정을 찾지 못한 채 삶의 방향을 상실하

면서 6년 동안 긴 침체기에 빠졌다.융은 이 시기동안 자신의 깊은 내면세

계로 빠져들면서 자신의 무의식을 그 로 쫓아가기 시작했다.어린 시 의

놀이를 재 하거나 자기 자신의 꿈과 환상을 과 만다라로 표 하고,나

아가 자신의 환상을 실체화하여 살로메라는 소녀와 엘리아라는 노인,엘리

아보다 발 한 필 몬이라는 노인상과 만나면서 극 으로 자신의 무의식

을 탐구했다.1920년 융은 자신의 사상이 어느 정도 틀을 확립하기 시작하

자 인간의 여러 가지 유형을 설명한『심리학 유형』을 내놓으면서 사회

명성을 높여갔다.1961년 자신의 생을 마감하기 까지 18권의 수많은

작 활동과 다양한 지역으로의 여행,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연구를 통

해 분석심리학의 체계를 갖추어 나갔다.

분석심리학은 무의식을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 나 고 꿈과

35)  심리학  특징  프 트  신 학과 아들러  개 심리학과 비 하여 

다 과 같  시하 다.

   “ 신 학  창시  프 트  도에 , 신 라는 말 , 신  

상과 플 스  어  억압  동과  원하는, 그가 처  시 한 에

만 시키는 것  하다. 신  과  그것에 합 는 견해 없 는 립  

수 없는 만큼, 신  개 도 역시 한  가 ,  프 트 신  특별

 강 한 (性慾 理論)  내포하고 다. 그러   같  개 과는 달리 

한들  신 라는 어  과학   마  탐사하는 든  시도

에 하여 사 하고 다. 그리하여, 아들러 학 는 그들  과  프 트

는  타  여지가 없는  에도 하고 " 신 " 라는 지  

도  허 하는 수 에 없었다. 그래  아들러는 그 신  심리학  신 라고 

하지 않고 개 심리학 라고 다. 한편 는 내 신   심리학 라고 

 아하는 , 그 말에  는 플 스 심리학 야  다   고 

신 과 개 심리학  포함하는  개 과 같  어  것  미  타내

고  한다.”C.G.Jung,「Die Probleme der modernen Psychotherapie」,『 

Seelenprobleme der Gegenwart』. In ; Praxis der Psychotherapie , Gesammelte Werke 

Bd.16.,Olten,Walter-verlag AG,1971, ,  역,「 신치료   」,

『심 연 』 11  1,2 (한 심리학 , 1996) p.1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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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 등의 분석을 통해 집단 무의식 속에 있는 원형을 밝히고자 한다.

한 인간이 지닌 의식과 무의식이 통합되어 체로서의 인격이 완성될 수

있도록 무의식 인 내용을 의식화하고 자기실 에 이르는 과정을 시한

다.특히 융의 분석심리학은 로이트의 정신분석학과는 달리 성욕의 요

성을 덜 강조하고 무의식이 지닌 창조 기능을 요시하면서 인간의 삶을

무의식의 자기실 이라는 목 론 에서 바라본다.

분석심리학이 다루는 범 는 매우 넓어 다양한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인간의 정신을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분하고 이 둘의 균형을 통해 자

기실 에 이르도록 하는 인격론은 분석심리학의 표 인 이론이다.원형

이론은 집단 무의식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인간 정신의 보편 이고 근원

인 요소인 원형(Archetype)의 존재와 그 기능을 연구한다.심리학 유

형론은 정신에 지의 방향에 따라 인간을 내향성과 외향성으로 분류하고

여기에 사고,감정,감각,직 이라는 정신의 4가지 기능을 조합하여 인간

을 8가지 심리 유형으로 설명한다.꿈 분석 이론은 꿈을 무의식의 메시지

라 보고 꿈의 상징을 해석하면서 꿈이 지닌 보상 기능과 목 의미를 밝히

고자 한다.그 밖에 특수한 종류의 감정에 의해 통합된 인간의 심 내용

을 다루는 콤 스 이론,인과성 없는 사건이 비슷한 의미를 갖고 일어나

는 동시성 이론 등 인간의 내면세계와 련된 이론이 있다.

분석심리학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찰하고 마음의 움직임을 진지하게

살펴간 사람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의 내면세계를 밝히고자 한 경험심

리학이다.그리고 정신 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한 학

문으로서 의식과 무의식의 계에 한 심층심리학(depthpsychology)36)에

속한다.분석심리학은 인간이란 이 게 살아야 한다고 일방 인 방향을 제

36) 심층심리학 라는 어는 블 러(Bleuler)에 해 처  도  것  간주  학

, , 또는 체  심리학뿐만 아니라 프 트가 견한 식  차원, 동

 그리고 상학  포함하는 개  사 고 다. 프 트, 하트만(Hartmann), 

라 포트(Rapaport)  (Gill)에 , 심층 심리학  신  과  사

하여 식 역에  , 지 , 생리  심리학 등  식  역에 

지 다양한 상, 갈등 그리고 타  에 해 연 하는 학 다. 미 신

학 , 재훈 역, 『 신 어사 』( 울: 한 심리치료연 , 2002), p.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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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는 학문이 아니다.인간의 마음속에 무엇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각 개인의 의지와 의욕의 방향을 알아본다는 에서

사변 이고 이론 인 심리학이 아닌 응용심리학의 특성을 띤다.37)

부분의 심리학은 인간 정신을 뇌기능이나 그 밖의 신체 기능에 속

시키면서 정신 인 것을 생물학 과정의 결과로 다루는 ‘혼이 없는 심리

학’이다.그러나 분석심리학은 인간 정신의 자율성,즉 마음의 깊은 곳에

자리한 강렬함과 자유로움, 미노제(Numinose,신성한 힘)를 발휘하는 심

혼(Seele)의 존재를 다룬다는 에서 ‘혼이 있는 심리학’이라 할 수 있다.38)

분석심리학을 ‘혼이 있는 심리학’이라고 부르는 융의 주장에 해 자아의

기능을 무의식에 속시키면서 자아의 요성을 간과했다거나 신체(자연)

를 정신에 비해 무시했다는 비 이 있었지만 융은 혼의 독자성을 강조하면

서39)어디까지나 자아와 무의식을 아우르는 인간 정신의 체성을 요시

하고 신체와 정신의 조화를 추구하고자 했다.

융은 60년 가까이 연구한 환자들의 경험과 자기 자신의 내면세계,꿈과

환상,상징에 한 연구 결과,그리고 폭넓은 독서와 여행을 통해 얻은 신

화와 종교 인 믿음에 한 연구를 바탕으로 분석심리학의 체계를 만들었

다.분석심리학의 목 은 정신 인 장애나 신경 장애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 인 사람도 보다 균형 있게 자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돕고,

종교 인 믿음,꿈,신화,상징, 과학 등의 연구를 통해서 인간 심리의 내

면을 탐구하여 사람의 정신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신의 지도를 제공하는 데 있다.40)융의 이론은 인류 반에 걸친

37) (2002),앞  책, p.41 참고.

38) ,『아니마  아니 스』( 주: 한 사, 2001), p.23.

39) 신  독  강 하는  생각  다  통해 뚜  할 수 다. “ 신

 것  원  경험  통해  보든지 우리  경험  볼  드시 주  것, 

 것에 내포 는 개 보다 하  객체  것(ein Objektices), 스스  사

는 것, 그리고 그 체에 하는 것 다.” C.G.Jung,『Das Grundproblem der 

gegenwärtigen Psychologie』G.W.Bd.8.p.395, (2002), 앞  책, p.43 재 .

40) Ruth Berry, 양 경 역, 『30 에 는 』( 울: 랜 하우스 앙, 2003), p.13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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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이고 보편 인 진리를 찾기 해 기존 심리학들이 엄격하게 지키던

기계론 입장이 아닌 이고 신령한 근을 취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그러나 융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사람들이 자

신의 이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 다.결론 으

로 융의 분석심리학은 정신질환의 치료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

의 내면을 살피는 통찰력을 키움으로써 자기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바라보

고 인격을 통합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는 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3)융 이후의 분석심리학

융은 정신이상 환자를 치료했던 정신과 의사이자 사람의 심리를 폭넓게

연구한 심리학자로서 20세기 인문사상 반에 커다란 향을 끼친 사상가

이다.인간 정신의 모든 것을 연구 상으로 삼고자 했던 융의 분석심리학

이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추종자를 양산하면서 세계 심리학계를 이끔과 동

시에 신학,민담,민족학,물리,수학,종교학,문학 비평 등 많은 분야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 만큼 분석심리학의 향력이 단함을

입증한다.그러나 분석심리학이 늘 학계에서 주목받고 정 인 평가를 받

았던 것은 아니다.신화,종교, 과학 등 신비롭고 환상 인 분야를 연구

하는 분석심리학은 합리주의를 신 하는 학자들의 에 그 허무맹랑한

학문에 불과했다. 한 자기실 이라는 개개인의 내면 통합만을 목표로 하

여 각자의 체험과 실제를 시하는 학문 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

가능한 보편 인 학문으로 인정받기에 어려운 면이 있었다. 로이트의 정

신분석학에서 이미 언 된 무의식과 꿈을 연구한다는 에서 사람들은 분

석심리학을 로이트 이론의 아류로 평가하기도 했고,다소 난해하고 복잡

한 내용 구성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친숙하게 받아들이기에는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분석심리학은 그 동안 꾸 히 지 되어 왔던 수많은 한계

와 비 을 이겨내고 그 학문 의의를 인정받는 한 학문으로 자리매김



- 28 -

하 다.융의 분석심리학은 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 가졌던 한계를 독자

인 연구를 통해 극복하면서 정신분석학의 명맥을 이어왔고,이후 로이

트의 생물학 리비도설을 반 하는 신 로이트학 의 학설과 자아심리학

등에도 많은 향을 주었다.“의사가 하는 일은 치료라기보다는 환자 내면

에 잠재해 있는 창조 인 가능성을 개발시켜 주는 것”41)이라고 보고 환자

들에게 술 활동을 시켰던 융의 정신치료 기술은 오늘날 정신의학에서 그

림,음악,모형제작 등의 치료도구를 활용하는 치료 기술로 이어졌다.인간

의 성격 유형을 8가지로 제시한 융의 심리학 유형론은 Myers-Briggs에

의해 개발된 성격유형검사인 MBTI의 근거로 활용되었다.융의 분석심리학

이 사용한 ‘원형’,‘콤 스’,‘외향 ’,‘내향 ’이라는 단어는 어느새 일상

으로 사용하는 말이 되었고,비인과 사건의 연 성을 다루는 동시성 이

론은 인과율의 법칙에 얽매어 있던 물리학에 새로운 을 달하기도 했

다.42) 한 종교에 한 융의 무한한 심은 서양의 기독교 분석에 그치지

않고 불교,힌두교 등의 동양 종교와 요가,주역 등의 동양 문화로의 심

을 이끌면서 동서양의 문화를 한 데 아우를 수 있는 장(場)을 마련했다는

에서도 의의를 가진다.

융의 분석심리학은 수많은 제자와 동료들을 통해 오늘날까지도 꾸 히

발 해오고 있다.융의 사상을 끝까지 계승하고자 했던 융의 후계자인 에

리히 노이만(ErichNeumann,1905-1960)은 1934년 융과의 만남을 통해 분

석심리학을 탐구한 분석심리학자로서 어머니를 의미하는 상징으로부터 의

식의 발달 과정을 연구하 고 후 의 발달 심리학과 여성학 등에 큰 향

을 미쳤다.융 학 의 정신과 의사이자 1960년 스 스 취리히 C.G.융

연구소 교육 지도 분석가인 카알 하인리히 피에르츠(K.H.Fierz)는 정

신분열증의 정신치료와 분석심리학의 정신의학과 연결하고자 했다.카를

41) C.G.Jung,『Collected Works』,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53-71.v.16.41, 

Anthony Storr,  역,『 』( 울: 시공사, 1999), p.152 재 .

42)  1951  양  에 한  스 스  리학  볼프강 울리

(Wolfgang Pauli)  함께 『 연해 과 신』 라는 책  간하고 동시  에 

해 연 했다. 울리는 양  역학과 같  미시  리학에  타 는 비 과   

동시  과 연결하여 해결하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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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드 마이어(C.A.Meier)는 융의 뒤를 이어 스 스 연방공 에서 융

의 심리학을 가르치면서 만년에 주로 정신․물리 상 계에 한 연구

를 시도하 고,융의 수제자 던 마리 루이제 폰 란츠(Marie-Louisevon

Franz,1915-1998)는 신화,민담의 상징 해석에 큰 업 을 남기고 비인과

동시성 원리의 증명에 주력하 다.

융의 학설은 하나의 가설로서 언제 어디서나 수정되고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발 되어 왔다.이와 같은 개

방 인 학문 자세는 일부 사례에서 분석심리학이 갖는 기본 정신과는 다른

방식으로 변질되기도 하 으나 1994년 세워진 C.G.융 폰 란츠 심층

심리학 연구소를 통해 분석심리학의 본질을 훼손시키지 않으며 연구해오고

있다.한국에서도 다양한 학회와 연구소를 심으로 분석심리학에 한 연

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분석심리학을 한국문화 속의 원형 상징을

발굴하고 한국의 통사상의 탐구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한 무의식의

의식화를 통한 자기실 의 과정을 충실히 계승하면서 이를 보 하는 데 노

력하고 있다.43)

분석심리학은 집단 무의식과 원형에 한 개념을 통해 인간 정신의 역

사에 한 새로운 견해를 제시했고, 생애에 걸친 꿈에 한 융의 심

은 무의식의 신비한 세계에 한 우리의 이해를 넓 주었다.신화와 종교,

과학에 한 융의 심은 사람들에게 심리학에 한 새로운 사고의

문을 열어주었고,무엇보다도 인간이 지닌 창조 힘을 발견하면서 정신분

석학이 만든 인간에 한 부정 인 을 정 인 으로 돌려놓았다.

융이 제시한 다양한 이론 에서도 오늘날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인간의

일생 과업인 자기실 의 과정을 다룬 인격론이다.물질만능주의와 무한경

쟁 시 에서 인들은 타인의 시선에 의해 규격화되고 획일화된 삶을 살

아가고 있다.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린 채 불안과 상처를 안고 살아

가는 인들에게 융의 인격론은 자신의 내면세계와 마주하면서 스스로가

지닌 개성을 갖고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감을 달할 수 있다.

43) (2002), 앞  책, pp.96-9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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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연구는 융의 인격론에 주목하면서 인간이 지닌 마음의 구조와

자기실 의 과정에 해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자기 자신이 되

는 것’이라는 삶의 궁극 목 으로 나아가기 해 융의 인격론이 제시한

방법은 무엇인지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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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융의 인격 구성 요소와 발달 단계

Ⅱ장에서 융이 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 향을 받아 분석심리학이라는

독자 인 학문으로 발 시킨 과정을 살펴보았다.이제 본 연구의 핵심 논

의라 할 수 있는 융의 인격론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1 에서는 융의 인

격론을 구성하는 극 요소인 의식과 무의식,자아와 그림자,페르조나

(외 인격)와 아니마․아니무스(내 인격),그리고 이를 통합한 자기에

해 차례 로 살펴볼 것이다.2 에서는 본격 으로 인격이 발달하는 과

정을 살펴보고 1 에서 다루었던 극 요소들이 자기실 (개성화)44)이라는

목표를 향해 어떻게 통합되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1.인격의 구성 요소와 특징

융의 인격론은 인간이 애 부터 하나의 체라는 것에서 출발한다.기존

의 심리학 이론은 인간의 인격은 경험과 학습을 통해 각 부분이 차례로 획

득되고 차 조직 통일성을 갖추면서 형성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융의

인격론은 인간이 이미 체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보기 때문에 융은 인간

이 분화되어 있는 자신의 타고난 체성을 조화롭게 발 시켜야 한다고 보

았고,따라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상실한 체성을 회복시키고 더 이상

분화하지 않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융의 인격론은 로이트의 정신분석학과 더불어 심층심리학의 아버지로

간주한 헤라클 이토스(Heracleitos,ca.544-ca.484BC)의 사상에 많은 향

을 받았다.헤라클 이토스는 만물의 변화에 심을 가졌던 철학자로서,

상의 세계는 끊임없이 생성․변화되고 소멸되며 낮과 밤,추 와 더 ,사

랑과 미움 등 립되는 것들이 상호 투쟁하지만 상호 보완 인 계를 맺

44) 실 란 간  신  체  실 하는 것  는 신  개  한다는 

미  같다.  실  개 라는 개  규 하고  본 에 는 

 하고 실 라는 어  통 하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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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고 보았다.45)이러한 헤라클 이토스의 사상에 향을 받아 융은 인간

의 인격이 극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요소들을 통합하여 체

성을 실 해야 한다고 보았다.이 장에서는 융이 제시한 인격의 극 요

소들이 각각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고 인격의 구성 요소들을

통합하고 조 하는 내 요인이자 체정신의 심인 자기(self)까지 함께

다루고자 한다.

1)의식과 무의식

우리의 인격은 의식(theconsciousness)과 이와 극 계를 이루는 무

의식(theunconsciousness)으로 이루어져 있다.의식은 정신세계 체

극히 자그마한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그 에 끝없는 미지의 역인 무의

식이 존재한다.46)의식과 무의식은 상호 립하면서도 서로 보완하는 계

에 있으며 무의식이 바다라면 의식은 그 가운데 떠 있는 작은 섬과 같다.

의식의 심에는 ‘나(Ich,ego,자아)’가 있다.내 생각,내 마음,내 느낌,

나의 이념,나의 과거,내가 아는 세계 등 자아를 통해서 연상되는 정신

내용이 바로 의식이다.내가 아는 세계가 의식이라면 내가 아직 모르는 정

신세계로서 자아의 통제 밖에 있는 것이 무의식이다.47)

로이트는 무의식이 의식에서 나온 것이라 보았지만 융은 처음에 있던

것이 무의식이고 의식은 무의식 인 상황에서 생겨났다고 보았다.의식은

먼 자기 신체,자기 존재에 한 의식을 통해서,더 나아가 외부세계와

내면세계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기억에 의해 형성된다.48)융은 인간의 삶

의 목표를 인격의 요소들을 통합시켜 일성에 도달하는 자기실 으로 보

45) 돈, 앞  , p.306.

46) 식  얼마만큼 큰 계  지 하고 는지 알  없  식  엇 지 사

실상 아 것도  수 없다. 하지만 식  재한다는 사실  간  할 

수  언  식  식  에   수 에 없다. (2002), 앞  

책, pp.76-77.

47)  책, pp.73-74.

48) 돈, 앞  , p.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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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자기실 이란 완 히 자기 자신을 아는 것으로 자신에 한 의식이

증가할수록 자기실 에 가까이 다가가게 된다.따라서 의식의 심에 있는

자아를 통해 마음속에 있는 무의식 인 것을 의식화하여 의식을 넓히는 것

이 인격의 발달에 있어 가장 요한 일이다.

무의식이란 아직 의식되지 않은 정신세계로서 자아의 통제 밖에 있는 것

이다. 로이트에 의해 무의식의 요성이 강조되었지만 무의식을 단순히

의식으로부터 억압되어 생긴 것으로 다루었던 로이트와는 달리 융은 조

상의 경험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개인 이고 객 인 무의식의 존재에

해 생각하 다.융은 무의식을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의 두 층

으로 나 어 설명했다.괴로움을 주는 생각,미해결의 문제,개인 갈등,

도덕 갈등 등과 같이 의식 으로 경험되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억압되

거나 무시된 것들,경험되었을 때 요하지 않다고 보여 잊 진 것들, 는

의식에 주는 향이 미미하여 의식에 도달하지 못한 것들은 개인에 따라

서로 다르다는 뜻에서 ‘개인 무의식(thepersonalunconscious)’이라고 부

른다.융은 단어연상실험을 통해서 환자가 어느 순간에 특정 단어에서 반

응 시간이 지연되거나 연상불능,부자연스러운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을 발

견하고,개인 무의식의 내용들이 뭉치고 떼를 지어서 한 그룹을 이루는

콤 스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매우 강력하게 지배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기 로이트의 향을 받은 융은 이러한 콤 스의 기원이 아

동기 기의 외 체험에 있다고 믿었다.그러나 연구가 진행될수록 융은

콤 스가 개인의 응에 방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업 에

한 요한 감과 충동의 근원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융은 콤

스가 아동기 기의 체험보다 훨씬 깊은 그 무엇으로부터 생긴 것이라

생각하고,태어날 때 이미 가지고 나오는 무의식의 층인 ‘집단 무의식

(thecollectiveunconscious)’이 콤 스의 기원임을 발견했다.49)

구에게나 보편 으로 존재하는 집단 무의식은 조상 로 이어져

온 원시 이고 잠재 이미지의 장고로서 태어날 때 이미 가지고 나오는

49) C.G.Jung, C.S.Hall, J.Jacobi,  역, 앞  책, pp.87-89 참고.



- 34 -

무의식의 층이다. 를 들어 오늘날 인간들이 뱀과 어두움에 해 느끼는

공포는 과거 조상들이 무수한 세 에 걸쳐 경험한 공포와 다를 바 없듯이

인간은 무언가에 반응하는 소질 는 잠재 가능성을 이미 유 으로 이

어받았고 그것이 곧 집단 무의식에 해당한다.집단 무의식의 내용은

이미 선천 으로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실 속에 부합하는 상과 동일시

되면 어떤 것을 쉽게 지각하거나 그것에 한 특정 방법으로 쉽게 반응할

수 있다.따라서 풍부한 환경과 교육,학습을 통해 많은 것을 경험할수록

집단 무의식의 의식화가 수월해진다.

집단 무의식은 인간에게 유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종 인 교류가

없는 문화권이라 할지라도 그 설이나 신화에서 유사한 형식을 확인할

수 있다.이를 융은 “집단 무의식의 구성 요소로서 사람들에게 같은 방

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는 정신 요인”인 원형(Archetype)이라고 부

르고,50)일생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해서 연구했다.원형은 지리 차

이,문화나 인종의 차이와 련 없이 존재하는 인간의 가장 원 인 행동

유형이다.51)원형의 내용은 시 와 문화,사람에 따라서 가변 일 수 있으

나 요한 것은 그것의 형식이지 내용이 아니다.모성원형,부성원형, 웅

원형,어린이원형,노 자원형 등 무수히 많은 원형이 있다.원형 그 자체

는 원 행동 유형의 조건들일 뿐 내용을 지니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는

인식할 수 없지만 체험을 통해 상(象,Image)으로 나타남으로써 인식된

다.52)원형은 보편 이지만 개인의 경험에 따라 잘 발달할 수도 있고 반

로 콤 스가 되어 인격 체를 령할 수 있기 때문에 인격 발달에 요

한 역할을 한다.이에 한 융의 생각은 다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원형은 그 내용물이 아니라 그 형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그 결정의

정도(程度)도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원 이미지의 내용은 그것이 의식

의 수면으로 떠오를 때 구체화되는 것이고,그래서 의식 경험의 자료로써

50) 민, 『 심리학과 독 』( 울: 학지사, 2001), pp.30-31.

51) (2002), 앞  책, p.84.

52) , 『  실 』( 울: 한 사, 2002), 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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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워지게 되는 것이다.53)

무의식은 의식에 의해 억압된 것으로 리 인식된 탓에 많은 사람들은

무의식에 해 불쾌한 감정을 가진다.그러나 융은 이러한 편견에 맞서면

서 무의식이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에 지의 장고로서 생명의 원천이자

창조 가능성을 지닌 것으로 여겼다. 로이트의 주장처럼 무의식은 억압

해야 할 험한 충동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달하고자 하는지 그 의

미에 주목하면서 개인 인 체험을 통해서 의식해야 할 것이다.무의식은

의식의 작용에 구애받지 않고 그 스스로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자율성이

란 특징을 지니고 있다.그러나 무의식은 이 자율 인 힘으로 의식을 구속

하기 보다는 의식에게 여러 가지 미래에의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에서 창

조 자율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한 무의식은 의식과 상 계를

이루면서 의식이 무 지 이면 정 인 경향으로 나아가고 의식이 무 외

향 이면 내향 인 경향으로 나아가 의식에 결여된 것을 보충하면서 그 개

체의 정신 인 통합을 꾀하는 보상작용을 한다.54)

의식과 무의식이 분리되면 인간의 정신은 불균형한 상태로 발 하게 되

고 나아가 노이로제 증후군과 같은 각종 신경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무의

식의 정 인 힘을 인식하고 의식만을 좇지 않으며 의식과 무의식이 통합

된 인간 정신의 체를 살펴야 인격이 발달할 수 있다.따라서 인간은 자

기의 내면을 의식하고자 노력하면서 의식의 시야를 넓히고 인격을 성숙시

켜야 한다.

2)자아와 그림자

의식의 심인 자아(Ego)는 의식계를 통 하고 외부세계뿐만 아니라 내

면세계,즉 무의식계와 계를 맺고 교류하며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특수

53) C.G.Jung, 『Collected Works』, London : Routledge and Kegan Paul, 1953-71, 9, 

Part 1, 79. Anthony storr,  역, 앞  책, p.56 재 .

54) ,『 심리학 : C.G.Jung  간심 』( 울: 각, 2002), p.8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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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식의 콤 스이다.55)자아는 의식 인 지각,기억,생각,감정으로 이

루어져 있으며 정신 체 속에서 미미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의식에 한

문지기라는 매우 요한 역할을 담당한다.인간은 매일 수많은 체험을 하

지만 그 부분은 의식에 도달하기 에 자아에게 제거되어 의식되지 않는

다.이와 같은 자아의 선택 자각 기능은 개별 인 인격의 연속 인 일

성을 유지하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간은 자아가 경험의 의식화를 허용

하는 한계 속에서 자기실 을 달성할 수 있다.경험이 자아로부터 의식되

기 한 조건은 그것이 인간의 자기실 에 어떤 향을 주는지에 따라 달

라진다.따라서 자기실 과 자아는 개별 인 인격 발달을 목표로 긴 히

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아의 내용은 복합 인 요소로 구성된 하나의 콤 스,즉 자아 콤

스이다.자아 콤 스는 의식의 내용을 이루는 동시에 의식이 의식일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서 이를 완벽하게 설명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

다.다만 자아 콤 스는 의식내용이 자아와 련을 갖고 자아가 개인

의식행 의 주체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무의식의 내용과 밖에서 오는 여

러 인상들을 끌어당긴다.즉 자아는 의식의 심으로서 의식을 통제하고

견고히 하면서도 무의식의 내용을 의식으로 받아들여 자기실 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한다.56)

갓 태어난 아기는 성장하면서 발휘하게 될 모든 정신활동의 가능성을 갖

추고 무의식의 상태에 있다.자아는 그 많은 가능성 의 하나로 무의식

속에 잠재 으로 존재한다.태어나서 만 두세 살 무렵까지 인간은 매우 원

인 상태로 머물러 정신과정이 자아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 의식은 연속

성을 갖추지 못한다.하지만 ‘나’라고 말하기 시작하면서 지각할 수 있는

의식이 생기고 개별 정신이 존재하게 되며 의식이 발 하기 시작한다.

이때의 인간은 상에 한 집 력,지구력,통합 능력이 부족한 상태로서

무의식의 충동에 의해 자아의 흐름이 자주 차단되고 ‘나’를 단지 신체 인

55) , 『 심리학 야 』( 울: 집 당, 2014), p.55.

56) , 『  실 』( 울: 한 사, 2002), p.3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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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받아들인다.그러나 세계에 한 지식이 확 되고 외부 사물에

한 찰과 분석을 통해 남과 다른 나가 만들어지고 자신이 깨어 있음을 깨

닫는 의식성을 갖춘 성숙한 자아로 발 해간다.57)

자아는 체정신의 심이 아니다.인간의 정신은 무의식을 의식화함으

로써 체가 되는데 이처럼 체정신을 실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을 분

석심리학에서는 자기(self)라고 한다.융은 체정신의 심을 자기라고 보

면서 의식의 심인 자아와 구별하고 무의식의 세계에 한 연구에 몰두했

기 때문에 융에게 있어 자아의 존재는 다소 사소한 것처럼 여겨진다.하지

만 지식을 확 하고 무의식을 의식화하여 체정신인 자기에 근하는 일

은 어디까지나 자아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 만큼 인격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요성을 지닌다.자아는 무의식에서 생겨나면서 기에는 선천

인 특질을 지니지만 환경조건,문화 요인에 따라 다양한 방향으로 발

된다.이러한 발 과정에서 자아가 집단사회의 보편 가치 에 동화되

어 그 가치 을 자신의 가치 인 것 마냥 착각한다면 이는 자신을 드러내

는 진정한 자아라 말할 수 없다.자신만의 고유한 개성을 찾기 해서는

무의식을 의식화하여 자아의 실체가 무엇인지 성찰해야 하고 자아가 어떤

집단 인 정신과 동일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이와 구분 짓는 작업이 필

요하다.

그림자(shadow)란 무의식의 열등한 부분으로서 자아의식이 고상하고 높

은 인격을 지향할 때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억압된 하나의 ‘나’ 는 자

아의 무의식 인 동반자이다. 를 들어 그림자와 자아의 극 계는 지

킬박사와 하이드,카인과 아벨,디오니소스와 아폴론 등을 통해 쉽게 이해

할 수 있다.그림자는 의식이 한쪽으로 치우쳐 발 하면 이에 포함되지 못

하는 요소들이 무의식으로 억압되어 형성되기 때문에 주로 도덕 으로 열

등하고 부정 인 성격과 같이 의식과 조되는 성격으로 자리 잡는다.반

로 인간이 자신의 인격을 낮추어본다면 그림자는 외 으로 무의식 속

에서 정 으로 나타날 수 있다.그러나 부분의 그림자는 낡은 방식들

57)  책, pp.32-4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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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ways),낡은 인격(oldpersonality),안일한 것들(easygoingthings),인

격의 열등한 부분,부정 측면을 지닌다. 한 그림자는 감추어진,바람직

하지 않은 성질의 총화,잘 발 되지 못한 기능들이자 강렬한 항에 의해

서 억압되고 있는 것으로 정의된다.58)그림자는 본래 의식에 가까운 개인

무의식의 내용으로서 자아가 지나치게 비 해지면 인간은 주로 나와 비

슷한 부류의 동성(同性)의 상에 그림자를 투사한다.자신이 가진 무의식

의 특징이나 단 ,재주를 다른 상에 투사하게 되면 인간은 투사 상을

악(惡)으로 여기고 자기 자신에게 있는 부정 인 면을 부인할 수 있다.

그림자가 부정 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의식에서 내쫓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평소 멀쩡하던 사람이 쉽게 알코올 독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무의식 속에 숨겨진 그림자는 개인이 기를 겪거나 자아가

약해진 순간에 그 힘을 발휘한다.그림자는 일차 으로 개인 무의식의

내용으로서 무의식의 의식화에 의해 쉽게 경험될 수 있지만 한편 부분 으

로는 꿰뚫어보기 어려운 집단 무의식의 원형상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원형 그림자는 개인 무의식의 내용으로서의 ‘나’의 그림자에 비

해 강력한 에 지를 가지고 있어서 외부 상에 투사되면 그 상에 해

엄청난 반감을 가지게 된다.사람들은 무리를 이루어 생활하기 때문에 그

무리에 공통되는 가치 단의 기 을 만들어 집단 그림자를 무의식 속에

형성한다.이러한 집단 그림자가 특정 집단에 한 투사로 이어지게 되

면 세계 과 같은 민족과 인종 간의 갈등이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립과 같은 이념 간의 갈등, 는 종 간의 정통성 여부를 따지는 종교

갈등 등의 집단 간의 벌과 분쟁으로 이어진다.이처럼 그림자를 무조건

억압하고 올바르게 다루지 못한다면 오히려 개인의 자아를 압도하거나 타

인과 집단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험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융은 그림자가 억압되어 있다고 해서 부정 이고 반사회 인 것은 아니

라고 보았다.융은 겉보기에는 열등한 성격을 지닌 그림자가 오히려 정

인 측면을 지니고 있음을 지 했다.

58) ,『그림 』( 울: 한 사, 1999), p.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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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는 개 단지 낮은 것, 한 것,미개한 것, 응이 안 된 것,다

루기 힘든 것일 뿐 으로 악한 것이 아니다.그것은 한 원시 인 성

격을 내포하고 있으며 인간 실존을 어느 정도 활성화하고 풍성하게 만들

어 수 있는 것이다.59)

그림자는 기본 이고 정상 인 본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잘 발달되어

있으면 자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기의 순간에 그림자의 도움을 통

해서 지혜로운 결단을 내릴 수 있다.특히 자아와 그림자가 조화를 이루고

있으면 의식의 시야가 넓어지고 그림자 속에 갇 있던 인간의 생명력이나

창조력,활기 등이 발달하여 창조 인 인간으로 변화할 수 있다.자신이

군가를 비난하고 있거나 자신 안에도 욕심이 존재함을 인식한다면 타인에

한 편견과 비난을 이고 나아가 개인 간,집단 간의 갈등을 막을 수 있

기 때문에 그림자를 인식하는 일은 인격의 성숙에 큰 도움을 다.집단

무의식의 그림자는 그것이 지닌 강렬한 에 지와 괴력 때문에 섣불리 의

식화할 경우 오히려 의식을 지배하여 해를 입힐 수 있다.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강렬한 에 지가 자리 잡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인간은

무의식의 원형 그림자에 사로잡히지 않는 면역력을 키울 수 있다.따라

서 그림자를 자아로부터 인식시키고 정신 속에 화목한 상태로 자리 잡게

하는 것이 인격의 발 을 한 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3)페르조나(외 인격)와 아니마․아니무스(내 인격)

인간이 자아를 통해서 외부세계인 사회 는 실과 계를 갖게 되면

인간에게는 사회에 해 응하는 태도와 역할이 주어진다.이러한 응

수단은 개개인에 한 특수한 것이 아닌 어떤 집단이 공유하는 것인데 이

처럼 집단에 의해서 개인에게 주어진 역할,의무,약속,그 밖의 여러 행동

59) C.G.Jung, 「psychologie und religion」, C.G.Jung, G.W.Bd. 11 Zürich : Rascher 

Verlag, p.84.  책, pp.80-81 재 .



- 40 -

양식을 융은 ‘페르조나(假面,persona)’라고 불 다.이는 자아가 외부세계

와 계를 맺도록 하는 매개체로서 그 개체의 외 인격(external

personality)이라고 한다.60)페르조나란 고 그리스의 연극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의미하는 말로 사람들이 자신을 소개할 때 사용하는 지역,학

교,근무처,소속,연령,결혼 계 등이 모두 페르조나의 일부이다.사람들

은 종종 페르조나를 자신의 개성이라고 착각하지만 실은 집단 으로 주입

된 생각이나 가치 으로서 집단공유의 보편 원칙이기 때문에 어느 집단

에만 용되고 다른 집단에는 용되지 않는 행동양식이다.61) 를 들어

“사람은 ∼ 해야 한다.”라는 말은 그 집단의 사람들이 지켜야 할 가치 과

본분으로서 하나의 집단정신을 변하고 있을 뿐 개인의 특수한 상황을 고

려한다고는 볼 수 없다.따라서 페르조나는 다른 사람들의 기 에 맞추기

해 생긴 것으로 진정한 자기라 할 수 없으며 새로운 풍조에 따라 늘 변

하는 것이다.페르조나에 해 융은 다음과 같이 말하 다.

페르조나는 ‘참다운 것’이 아니다.페르조나는 인간이 ‘무엇으로 보이느냐’

하는 것에 한 개체와 사회와의 타 의 한 소산이다.그것은 어떤 이름을

받아들인다.칭호를 획득하거나 지 를 나타내거나 이것 것이 되기도 한

다.이것은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진실성이 있는 것이기는 하다.그러나 페

르조나는 해당자의 개성과의 련에서는 부차 인 실,즉 단순한 타 물

과 같은 것이며 이 타 에서는 흔히 당사자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여하고 있는 것이다.페르조나는 가상이며,농담 삼아 말하자면 2차원 인

실이다.62)

페르조나는 집단이 개인에게 요구하는 행동규범이자 사회 역할이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만의 삶을 해 페르조나와 동일시하지 않아야 함을 알

고 있다.그러나 오랜 시간 같은 문화권에서 같은 페르조나를 쓰고 살게

60) , 『 심리학 : C. G. Jung  간심 』( 울: 각, 2002), p.74 참고.

61)  책, p.98.

62) C.G.Jung, 한 연 원 C.G.   역 원  역, 앞  책, 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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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이것이 집단 규범인지 자신의 생각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페르조나

와의 동일시 상이 나타난다.자아가 집단정신에 동화되어 그것이 진정한

개성인 것으로 착각하게 되면 집단이 요구하는 역할에 충실히 맞추어 살아

갈 수 있지만 자아는 반 로 자신의 내 세계와 계를 맺을 수 없기 때

문에 진정한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하게 된다. 는 페르조나와 자아의 동

일시가 지나치게 되면 오히려 내 인격에 의해 자아가 동화되어 밖에서는

페르조나로 생활하는 사람이 집에서는 내 인격으로 생활하는 인격의 해

리를 일으키기도 한다.반면 페르조나에 해 지나치게 집착하여 그에 기

되는 수 에 합치하지 못한다면 열등감과 자책감을 느끼게 되고 나아가

사회에 한 고독감과 소외감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처럼 페르조나가 부정 인 향을 다 하더라도 자아와 외부세계를

연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없애야 할 것이 아니라 자아

와 페르조나가 구별되도록 발 시키는 것이 요하다.진정한 자신의 모습

을 찾겠다고 페르조나를 벗어버린다면 오히려 무의식 인 충동들에 의해

사로잡 외부세계와의 계가 상실되고 타인과 사회를 고려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인간은 사회 동물로서 외부로부터 상처받기 쉬운 자

아를 보호하고 특정 집단 속에서 응하기 해 공동의 규칙과 지침을 익

야 한다.따라서 페르조나 자체를 나쁘다고 여길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

에 필요한 수단이라 보되 인 요성을 부여하지 않아야 한다.

외 인격에 응해서 인간의 마음속에는 내 인격(internal

personality)이 존재한다.인간은 사회가 요구하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배우면서 남성과 여성의 페르조나를 갖게 된다.인간은 사회 존재인 남

성과 여성의 외 인격에 응하여 각기 다른 내 인격의 특성을 지니게

되는데 남성의 내 인격을 아니마(Anima,Seele,심혼),여성의 내 인격

을 아니무스(Animus,Geist,심령)라 부른다.63)심혼,심령이란 표 은 자

아의식을 월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아니마․아니무스가 자율성

63) 라틴어  Anima는 독 어  Seele, Animus는 Geist에 하는 말  Seele  Geist는 

마 , 신  역 다. 그러  Anima  Animus   해 각각 심 과 심  

역하 다. (2002), 앞  책,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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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닌 독자 인 무의식 속의 인격임을 의미한다.페르조나가 외부세계와

자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면 아니마․아니무스는 자아로 하여 무의식

으로 을 돌리게 하여 그 깊은 층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남성의 무

의식 속에 있는 아니마는 여성성을 나타내고 여성의 무의식 속에 있는 아

니무스는 남성성을 나타낸다.내 인격의 남성성과 여성성은 페르조나와

같은 사회 인 통념이 아니라 태 로부터 인류가 되풀이하여 경험해온 보

편 이고 원 특성을 의미한다.

융은 아니마․아니무스를 이론 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경험 으로 인지하

기를 강조한다.가령 인간이 자신과 다른 이성에게 사랑을 느끼거나 강렬

한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아니마․아니무스 원형이

투사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물론 아니마․아니무스 원형의 투사는 반드시

어떤 인물에 해서만 투사되는 것은 아니며 술 작품 속에서 보이는 상

징 소재,공산주의와 같은 이념에 한 믿음,신이나 어느 집단의 지도자

에 한 열 도 모두 이러한 투사와 련이 있다.64)아니마․아니무스의

인식이 인격의 발달에서 요한 이유는 자기의 의식에서 부족한 부분을 상

방이 아닌 자신의 것으로 소화한다는 에 있다.

융은 “아니마나 아니무스는 인류가 조상 로 이성에 해서 경험한

모든 것의 침 물”65)이라 하 다.남성의 아니마는 오랜 역사를 지닌 인간

의 정신 속에 유 된 여성 요소로서 원 으로는 감성(pathos)과 감

능력을 표 하지만 실 으로는 주로 기분(mood),정동(emotion)으로 나

타난다.여성의 아니무스는 유 된 남성 요소로서 원 으로는 힘

(logos)과 지혜의 특성을 지니지만 실 으로는 생각,의견(opinion)으로

나타난다.남성이 외부세계에 심이 많을수록 그의 아니마는 독선 감정,

고집불통의 정열이라는 특징을 띠면서 하나의 여성상으로 집약된다.즉 침

착하고 이성 인 완벽한 남성의 페르조나를 소유한 남자는 아니마가 의식

되지 않고 미분화 상태로 남아 있게 되어 부정 인 아니마에 사로잡히게

64)  책, p.103.

65)  책, p.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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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아니마의 자극으로 여성화되면 변덕스러운 행동을 보일 수 있고,질

투에 사로잡 자신의 부인을 괴롭힐 수도 있다. 는 아니마의 기분에 사

로잡 쉽게 화를 내거나 자신이나 타인을 깎아내리면서 극단 으로는 자

살을 선택하기도 한다.반 로 여성이 감정 인 태도를 강하게 보인다면

부정 아니무스에 의해 다수의 재 ,아버지들,권 자들이 말하는 의

견, 단,이성들이 한 데 모아져 남성의 미숙한 아니마에 해 따지는 버

릇으로 표 된다.이는 논리 단이 아닌 자기의 생각이 언제나 정당하

다는 것을 제로 하기 때문에 확고한 의견의 형태로 나타나며 어떠한 의

견도 제기할 틈을 보이지 않는다. 한 부정 아니마와 마찬가지로 부정

아니무스도 스스로를 괴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66)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각각 4단계의 발 단계를 가진다.아니마의 첫 번

째 단계는 이 상으로 본능 이고 생물학 인 여성상을 나타내고 아기를

낳는 생산성 정도의 어머니만을 상징한다.두 번째 단계는 헬 으로 성

인 에로스가 아직은 지배 이지만 낭만 이고 미 수 의 아니마로 어느

정도 개성을 가지고 있다.세 번째 단계는 성모 마리아상으로 표 되는 에

로스로 종교 헌신의 특징을 지닌다.네 번째 단계는 가장 거룩하고 순수

한 지혜인 사피엔티아로 모나리자의 이미지가 지혜의 아니마에 가깝다.아

니무스의 발 단계는 다음과 같다.첫 번째 단계는 슬링선수나 운동경기

의 스타,타잔처럼 육체 인 웅이고,두 번째 단계는 쟁 웅과 같이 낭

만 이거나 행동 인 남성으로 주도권과 계획된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세 번째 단계는 말 의 사자(使 )로서 교수나 목사의 상으로

나타나고,네 번째 단계는 간디와 같이 종교 체험의 개자이며 진

리로 끌어가는 지혜로운 안내자이다.67)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의식화는 결코 쉽지 않다.아니마와 아니무스는 인

간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의식에 의해 무의식으로 떨어진다. 은 사람들은

페르조나를 쓰고 사회 으로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내면에 숨

66)  책, pp.107-109.

67)  책, p.11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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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진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잠시 잊을 수 있다.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이

년 이후에도 지속되면 차 생동감을 잃고 상실감에 빠지게 된다.자신

의 아니마․아니무스를 의식화하는 일은 자기실 을 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이를 해서는 외부 상에 한 투사를 통해 자신의 내면 인격

을 찾아내어 자신의 의식으로 동화해야 한다.만약 아니마․아니무스가 어

떤 상으로 투사되지 못하면 오히려 자아가 내 인격에 향을 받아 자

아는 외부세계와 단 되어 버리고 의식되어야 할 페르조나가 무의식으로

남게 된다.아니마와 아니무스를 외 인격으로 갖게 된 남성과 여성은 무

의식 속에 있는 페르조나가 동성의 사람들에게 투사되어 동성애 계가

발생할 수 있다.따라서 각각의 성에 맞는 페르조나가 형성된 이후에 자아

가 자신의 내 인격을 의식하는 과정으로 나아가야 한다.68)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의식과 무의식을 이어주는 요한 역할을 한다.아

니마․아니무스의 인식을 해서는 먼 건강한 자아가 갖추어진 후 자신

의 내 인격과 이를 찰하고자 하는 나를 구별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

다.자신의 꿈속에서 등장하는 환상이나 감흥 등을 밖으로 내놓아 아니

마․아니무스를 의식과 연결하고,69)선입견과 편견을 배제한 상태로 자기

의 내 인격과 사 인 화를 하는 것이 내 인격과의 만남이라 할 수

있다.

4) 체인격의 심으로서의 자기

분석심리학에서 자기(self)란 자아와 구별되는 요소로써 의식과 무의식을

통틀어 하나인 그의 부를 의미한다.자기는 의식의 심인 자아를 훨씬

넘어서는 체정신의 심이자 그 자체이다.따라서 인간의 목표는 자아실

68)  책, pp.110-113 참고.

69) 아니마는 꿈에   시키 는 창  신 한  지도  습, 동  

비 한 양, 폭포, 다  같  지   미지  타 다. 아니 스는 꿈 에  

웅  시 ,  지도  등  습  타 거  칼, 타 는  미지  

타 다. Ruth berry, 양 경 역, 앞  책, pp.70-7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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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닌 자기실 에 있다.자아가 의식에만 집착하면 인간은 무의식을

보지 못하지만 인간의 무의식에는 체로서 살 것을 스스로 요구하는 경향

이 있다.페르조나에 집착하여 다른 사람의 기 에 살아가거나 자아의식에

매달려 자신의 체성을 바라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무의식은

항상 인간의 생명력을 불태우도록 자극하고 있다.이것을 융은 자기원형의

기능이라고 부른다.집단 무의식의 원형 가운데 가장 핵심 이라 할 수

있는 자기원형은 그 사람으로 하여 그 사람 자신이 되도록 만드는 인간

의 무의식에 존재하는 근원 가능성으로서 의식의 삶과 무의식의 삶을 인

식하고 실 하여 통합된 체인격이 되도록 하는 선험 조건이다.70)자기

가 원형으로 다루어지는 이유는 인간의 무의식에는 스스로가 항상 체가

되고자 하는 힘이 원 으로 주어져있기 때문이다.이 때 말하는 체란

의식뿐만 아니라 그림자,아니마․아니무스 등의 모든 무의식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71)

자기는 정신의 총체성(totality)로 이해되어야 하는 심이다.자기는 심

일 뿐만 아니라 의식과 무의식을 포 하는 범 이다.자아가 의식의

심인 것처럼,자기는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총체성의 심이다.72)

체가 되고자 하는 경향은 곧 분열을 지양하려는 경향과 같다.인간이

의식을 지나치게 고집하면 차 자기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무의식과 단

된다.인간에게 정신 기란 평소 의식에 집착하여 무의식을 소홀히 할

때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무의식의 신호이다.따라서 정신 기를 해결

하려면 부분의 삶에서 체로서의 삶으로 변화해야 한다.융은 인간의 인

격을 구성하는 극 인 요소인 의식과 무의식,자아와 자기,페르조나와

아니마․아니무스를 통합하고 조 하는 근거를 자기라고 보았다.73)자기는

70) ,『  실 』( 울: 한 사, 2002), p.59.

71) ,『 심리학 : C. G. Jung  간심 』( 울: 각, 2002), p.127 참고.

72) C.G.Jung, 「Psychology and Alchemy」, R.F.C.Hull(trans.), London:Routledge&Kegan 

Paul, Ltd.p.41. 돈, 앞  , pp.309-310 재 .

73)  , p.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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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한 에 지를 갖추고 자율 으로 정신기능을 조 하여 체정신을 실

시키는 원동력이자 무의식에 있는 조 자,질서와 지남력(orientation)의 원

형이다.74)자기원형은 인간이 정신 기를 겪고 있을 때 극 요소를 통

합하고 조 하면서 극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극을 뛰어넘는 하나의 경

지에 이름으로써75)인간의 내 인 치유를 이끈다.

자기란 그 사람 자신을 뜻하는 말로 진정한 의미의 개성과 같은 말이다.

이 때 개성이란 의식에 나타나 있는 자아의 일회성이나 특수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의식과 무의식을 통틀어 체로서의 그 사람의 성품이자 그

사람의 있는 그 로의 부라 할 수 있다.모든 사람에게는 그 사람 자신

이 되게 하는 원동력,즉 자기원형의 기능을 지니고 있다.이 때 요한 것

은 자기원형의 기능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 으로 용되는 인형(全人型)

이나 성인형(聖人型)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

과 크기 속에서의 일성(全一性)이 되도록 한다는 이다. 일성의 모습

은 남과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면서 합리 이기도 하고 비합리 이기도

한 극의 합일을 포 하고 있다.즉 자기는 모든 것을 포 하는 것이다.76)

융은 “우리는 원형 그 자체를 모른다.그것은 인식 불가능한 것이다.”라

고 말했다.77)인간은 자기원형 그 자체가 아닌 자기원형의 이미지를 인식

할 수 있다.자기는 만다라와 같은 상징을 통하여 스스로의 모습을 나타낸

다.만다라는 교계의 불교에서 승려들의 수도의 도구로 쓰이던 그림으로

원과 사각을 기본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심에 최고의 원리를 상징하는

상이 그려져 있다.융은 자신의 피분석자들의 꿈에 만다라와 비슷한 상을

발견했는데 이것이 마음의 균형을 가져다주고 분열된 정신을 통합하는 마

음속의 기능을 표 하는 것이라 보았다.융은 역사 으로도 고 서양 문

화에서 그리스도를 심으로 그려진 원과 사 (四位)의 그림이 일의 경

74) ,『  실 』( 울: 한 사, 2002), p.56.

75) 극 간  착 상태  뜨리고 새 운 것들  실   들어 도  만드는 신

 능  월 능(transcendent function) 라고 다.  책, p.60.

76) ,『 심리학 : C. G. Jung  간심 』( 울: 각, 2002), p.128 참고.

77) (1999), 앞  책,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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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표 하고,원이 인간의 마음 체로 비유된다는 것을 발견했다.융은

실제로도 1916년 처음으로 만다라의 그림을 그렸고 1918년부터 1920년 사

이에 정신 발 의 목표는 자기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만다라가 자신의

마음 상황을 표 해 다는 것을 깨달았다.이처럼 융은 자신과 다른 사람

들이 겪었던 무의식의 체험과 함께 고 역사에서 나타난 비슷한 상징과의

비교고찰을 통해 그 보편성과 근원성을 확인하고 자기원형의 상징을 만날

수 있었다.

내가 만다라를 그리기 시작했을 때 나는 비로소 내가 걸어간 길,그 모든

발자취,내가 행한 모든 것이 다시 하나의 ,즉 앙에 귀착함을 보았

다.만다라가 심이라는 것이 더욱더 분명해졌다.그것은 모든 길의 표

이다.그것은 앙으로 향하는 길,즉 개성화에의 길이다.78)

자기원형의 상은 만다라 이외에 부처나 그리스도의 모습, 는 산신령과

같은 노 자,지혜로운 할머니,신 인 어린이 등의 여러 가지 인격화된 모

습으로도 나타난다. 는 나무,황 의 꽃,연꽃,장미와 같은 자연의 이미

지도 자기원형의 모습으로 표 된다.그러나 융은 자기원형이 원 모양이나

장미꽃 등으로 표 된다고 해서 역으로 이러한 모습을 모두 자기원형이라

쉽게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자기원형의 모습을 정확히 이해하

려면 엄숙하고 진지한 태도를 바탕으로 지 이고 기계 인 해석에서 벗어

나 강렬한 감정반응이 뒤따라야 한다.

가장 핵심 이고 강렬한 정동(emotion)을 가지는 자기원형을 완벽하게

정의할 수는 없다.79)자기원형은 인간의 언어로는 표 될 수 없으며 오직

인간의 직 인 체험을 통해서만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무의식의 의식

화를 통해 자기를 실 한다고 해서 완 한 인간이 될 수는 없다.자기는

78) (2002), 앞  책, p.130.

79)  체  가 필  식  월하여 는 칸트  체처럼 

 하  한계개 라 하 다. ,『  실 』( 울: 한 사, 

2002),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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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자아보다 크기 때문에 자아가 아무리 자기의 경지에 근 한다 해도

여 히 무의식이라는 미지의 세계는 남아 있게 된다.따라서 자기실 은

완 한 인간(vollkommener Mensch)이 아닌 온 한 인간(vollständiger

Mensch)이 되는 데 그 목표를 두어야 한다.80)

2.융의 인격 발달 단계

융이 말하는 인격 발달의 목표는 그 사람의 진정한 개성을 실 하는 자

기실 (개성화)에 있다.자기실 의 과정은 융의 분석심리학에서 가장 핵심

인 부분으로서 획일 이고 체주의 인 사회 속에서 자신의 진정한 모

습을 잃어가는 인들을 한 의미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자기실 은

무엇보다도 의식과 무의식과의 합일에 따라 결정되며 이를 해서는 무의

식에 한 자아의 태도가 요하다.융이 자기실 의 실제 인 시작을 자

신의 내면세계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년기 이후로 간주했기 때문에 년

기 이 의 시기를 다소 덜 강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그러나 년기

이 에는 무의식에 휩쓸리지 않도록 자아와 외부세계와의 응에 힘써야

함을 의미한 것일 뿐 자기실 은 인간의 생애에 걸쳐 이루어지는 고통

스러운 작업이다.이 장에서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겪어야 하는 자아의

식과 페르조나의 형성에서부터 그림자,아니마․아니무스와의 만남,그리고

진정한 자기실 의 모습과 그 의미를 차례 로 짚어나가면서 융이 제시한

인격의 발달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1)자아의식과 페르조나의 형성 분화

융의 인격 발달의 과정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인격 발달의 목표인 자기실 이 내면세계와 마주할 수 있는 인생의

80) (1999), 앞  책, p.4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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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에 이루어진다는 이다. 한 융은 자기실 의 과정을 정신질환 환

자의 경험을 통해 추출했기 때문에 자기실 이란 소수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 보았다.이에 한 융의 주장은 다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신경증 환자가 이 길로 여행한다거나 신경증 문제의 모든 단계가

이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착오이다.이것은 의식이 비정상

인 발달단계에 이르고 무의식으로부터 많이 일탈했을 때에만 벌어지

는 과정이다.자기실 은 이러한 과정을 필수 요소(sinequanon)로 여긴

다.무의식의 과도한 억압 때문에 신경증 환자가 된 사람에게 이러한 과정

이 열린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마찬가지로 이러한 발달

과정은 년(보통 35세에서 40세 사이)이 에는 별 의미가 없다.만약 무

일 이 과정이 시작되면 당사자가 오히려 큰 해를 입게 된다.81)

의 말 로 융의 자기실 이 정신질환을 겪은 소수에 의해 인생의 후반

기에만 진행되는 것이라면 자기실 을 모든 사람에게 용 가능한 목표로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이에 해 융 학

는 자기실 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인 ‘자기’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

다는 융의 주장을 근거로 자기실 은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자연스

러운 과정이라고 보고 있으며 외부세계와의 응이 시 한 인생의 반기

에 내면세계와의 만남은 험할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하고 있다.물론 자

기실 은 모든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쉬운 일이 아니다.그러나 자기실

은 인격의 성숙을 해 고통을 이겨낸 사람이라면 구든지 도달할 수 있

는 목표이며 그 과정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아가 형성되면서 시작된다.

자기실 의 과정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내면세계에 들어가기 에

는 자아의식을 강화시키고 발 하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한다.어린이나 청

소년 시기에도 무의식은 꿈이라는 상징을 통해 의식을 건드리지만 자아의

식이 제 로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무의식이라는 거 한 힘에 휘

81) C.G.Jung,『Collected Works』, London : Routledge and Kegan Paul, 1953-71, 13.14. 

Anthony storr,  역, 앞  책, p.108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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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린다면 의식은 쉽게 침몰하고 만다.따라서 이 시기에는 무의식의 신호

에 당황하지 않고 자아의식의 강화와 외부세계에 한 응이라는 과제에

집 해야 한다.청소년기에 경험하는 신경증은 년 이후의 신경증처럼 내

면세계와의 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삶과 응하는 데서 느끼

는 두려움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삶을 회피하지 않고 자신을 둘

러싼 환경 속에서 잘 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따라서 청소년기

에 무의식과의 근은 부 한 것이라 할 수 없지만 쉽게 실도피의 수

단이 될 수 있다는 에서 이 시기의 무의식에 한 탐색은 신 히 이루어

져야 한다.82)

인간은 사회에 응하기 해서 그 집단에서 통용되어 온 도덕규범,

의범 ,행동 유형 등을 익 나간다.페르조나의 형성은 어린이에서 성인기

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매우 요한 작업이다.인간이

살아가는 데 학생으로서의 역할,자녀로서의 역할,시민으로서의 역할,국

민으로서의 역할 등을 배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많은 사람들은 자아와

페르조나의 동일시만을 큰 문제로 보고 있지만 성인이 되어서 제 로 된

페르조나를 갖추지 못하는 상황에 해서도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의식에 있어야 할 페르조나가 제 로 형성되지 못한 채 무의식에 남

아 있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자기실 은 우리 정신의 모든 측면

을 통합하고 실 하는 작업으로 이 안에는 페르조나도 포함되어 있다.태

어나면서부터 성인 기까지는 자아와 의식의 기능을 강화하고 바람직한

페르조나를 형성하여 합리 이고 과학 인 사고방식을 획득하고 자신의 역

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힘써야 한다.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여 사

회에 나가고 자신의 목표를 획득한 이후에는 자신의 가면이었던 페르조나

와 자아를 구별하고 그 동안 소홀히 했던 내면세계에 심을 돌려 진지한

만남을 이어나가야 한다.83)

가정교육이나 사회교육을 통해 사람의 도리,학생의 본분 등을 배우면서

82) ,『  실 』( 울: 한 사, 2002), p.101.

83) (2014), 앞  책, p.7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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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조나를 형성한 이후에는 자기실 을 해서 페르조나의 삶과 자기의

본성으로서의 삶을 구별하고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는 작업이 이어져야 한

다.성인기가 지나서도 여 히 타인의 기 에 맞추어 집단이 만들어 놓은

페르조나만을 쓰고 살아간다면 겉으로는 주변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성공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외부 인 역할이나 집단 인 이상만을 좇는 사람

이 되어 버린다.이러한 삶이 지속되면 결국 타인으로부터의 인정과 심

에만 몰두하고 자신의 진실한 모습은 사라져버린 채 자기소외에 이르게 된

다.나아가 자신의 내면을 소홀히 하여 이 인격자가 되기도 하고,외부세

계로 향한 자아의 시선을 내면으로 돌리고자 하는 무의식의 노력에 의해

무력감,불안 등과 같은 신경증이 나타나게 된다.따라서 자기실 을 해

서는 외부세계와의 응을 해 그 동안 받아들 던 집단정신과 자신의 삶

의 목표를 구별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이는 페르조나를 무시하고 반집

단 으로 생활하는 개인지상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앞에서도 언

했듯이 자기실 은 그 사람의 체를 실 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페르조나

가 포함되어 있다.그러나 삶의 목표와 무 하게 자아가 사회 역할과 맹

목 으로 동일시되는 것은 진정한 자기실 이라 할 수 없다.자기실 이란

페르조나에 맹목 으로 따르는 삶이 아님을 깨닫고 자신의 삶의 목표와 집

단정신을 구별하면서 능동 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 사회 의무

와 규범을 받아들이되 때로는 자신의 내면세계에 맞추어 생활하는 것을 의

미한다.84)

자아와 페르조나가 분리되기 해서는 먼 자신이 갖고 있는 페르조나

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한다.사람들은 페르조나와 동일시되는 것에 두려

워하면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에는 쉽게 수 한다.

그러나 오랜 시간 한 문화권에 익숙해지다 보면 정작 자신이 어떤 페르조

나를 쓰고 있는지 구별하기가 어려워진다.자신이 지니고 있는 페르조나를

확인하기 해서는 자신의 생활권과는 다른 집단의 사람들과 하거나

84) ,『 심리학 : C. G. Jung  간심 』( 울: 각, 2002), pp.135-13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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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를 경험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가령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거나

외국 사람과 화를 할 때 느껴지는 어색함과 이질감 속에서 자신의 페르

조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스스로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지나치게 신경

쓰고 있거나 다른 사람의 비 에 맞추어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식

하는 것도 페르조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 는 사회 역할을 수행

하는 데 있어 불안이나 갈등,권태,우울감 등이 느껴지는 순간 자기에게는

맞지 않는 페르조나를 갖고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다.무의식의 의

식화도 페르조나를 인식하고 자아와 구별하는 데 있어 커다란 역할을 한

다.무의식은 의식에 한 보상작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꿈에서 자신과

반 되는 허술한 모습을 발견했다면 그는 겉으로 완벽한 모습의 페르조나

를 지닌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다.페르조나가 제 로 형성되지 못한 경우

에는 페르조나가 의식이 아닌 무의식에 자리 잡기 때문에 무의식을 들여다

보는 작업은 페르조나의 확인을 해서도 필요하다.

자기실 은 사회가 만들어 놓은 성인,군자가 되기 한 것이 아니다.이

는 단지 페르조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자기실 은 농부를 농부로,한국인

을 한국인으로 만드는 과정으로서 지극히 평범하나 분수를 아는 사람이 되

는 것이다. 인 계나 사회 평 에서 선하다고 칭찬을 받거나 이기 이

라고 비난을 받더라도 자기가 나아가야 할 길임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바

로 자기실 의 자세이다.이처럼 세상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나

아가야 할 길을 항상 물어가며 그 해답을 찾으려는 모습은 고통을 이겨내

고 진리를 찾아가는 종교 인간의 모습과도 닮아 있다.85)

자아의식이 사회 역할과 의무에 동일시되어 무의식의 세계와 단 되면

개인 무의식은 집단 무의식의 향을 받아 더욱 강력해진다.무의식의

내용이 다른 상에 투사되면 타인과의 갈등이 심해지고,반 로 투사되지

못한 채 자아의식과 동화되어 버리면 오히려 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행

동하는 자아팽창 상이 일어난다.진정한 깨달음이 결여된 채 자신을 성

인처럼 여기는 태도는 의식성이 없기 때문에 자기실 의 경지에 이르 다

85)  책, p.13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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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볼 수 없다.따라서 자아를 덮어 운 페르조나를 벗겨내고 자아를 무의

식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는 일이 요하다.

그러나 페르조나를 벗겨낸다고 해서 이를 버리는 것이라 오해해서는 안

된다.자기실 은 페르조나 자체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신의 본

질이 아님을 의식하는 것에 있다.사람들은 자신이 그동안 지켜왔던 사회

역할,명 ,지 등을 잃어버리면 버림받았다는 고통과 함께 페르조나

를 회복하고자 부단히 노력한다.이러한 모습은 여 히 페르조나에 집착하

고 있다는 의미로서 자신 내면을 바라보지 못한 상태라 할 수 있다.자신

의 생활이 외부에서 주어진 역할에 맹목 으로 따르고 있는지를 단하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가에 해 생각하여 하게 페르조나를 활

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2)그림자의 인식과 수용

자아와 페르조나와의 구별이 이루어진 후에는 본격 으로 진정한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는 작업으로 이어진다.무의식의 의식화 과정은 사람마다 다

르지만 보통 그림자를 의식화한 후 아니마․아니무스의 의식화가 진행되면

서 자기와의 면으로 이어지게 된다.자신이 모르던 마음의 뒤편을 인식

하는 것은 결코 즐거운 작업이 아니다.특히 자신이 부정 으로 생각하고

무의식으로 어버렸던 그림자를 받아들이기란 구에게나 쉬운 일이 아니

다.그러나 인격의 발달을 해 고통을 감수하면서 무의식이 보내는 자극

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인식하고 시야를 넓히게 되면 그 만큼 자기실 으

로 다가갈 수 있다.그림자는 무의식의 깊은 층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격이 성숙한 사람은 그림자의 의식화에 도달해 있다.자신의 그림

자를 인식하는 것이 거북하다고 해서 이를 그 로 내버려두면 어느 순간

그림자의 힘에 휘말리는 상황이 찾아온다.그러므로 인격의 성숙을 해서

는 두려움을 버리고 극 인 자세를 바탕으로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수용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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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를 인식하는 방법은 그것이 다른 상에 해 어떻게 투사되어 있

는가를 살펴보면 된다. 군가를 계속 비난하거나 감정 으로 하며 갈등

을 일으키고 있다면 그 상에 해 자신의 그림자가 투사되어 있는 것이

다.따돌림이나 지역감정,나라간의 립,종교 갈등과 같은 집단 인

립도 그림자의 투사에서 시작된다.그림자의 투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

하게 해주고 자신의 추한 면을 감출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일어난다.그러

나 투사라는 무의식의 신호는 무의식을 의식할 수 있는 정 인 기회를

제공한다.다른 사람에게 있는 자신의 그림자를 되돌리는 작업은 구에게

나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그로 인해 개인과 집단 간의 갈등과 편견을 해소

시킬 수 있다는 에서 매우 요하다.

인격의 발달을 해서는 단순히 그림자를 인식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림자를 살려 의식으로 동화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그림자를 살리는

것은 도덕 으로 자신의 열등한 인격을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융이 “그림

자는 자기 인격의 체를 동원하도록 요구하는 도덕 문제”86)라고 말한

것처럼 사회 으로 용인되지 않은 비도덕 행동을 해야 한다는 요구에

해 도덕 갈등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그림자의 의식화는 다른 상에

투사되었던 열등한 인격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

이 매우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그 다고 해서 그림자를 회피하는 것은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그림자는 여 히 무의식 안에 살아 있고 의

식화되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그림자를 인식했다면 이로부터 도망

가지 않고 고통과 마주하려는 용기와 자신의 불완 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세를 통해 자기실 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림자의 의식화에서 주의해야 할 은 개인 무의식에 있는 그림자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개인 무의식의 그림자는 단지 무의식 속에 억압

되어 있는 것일 뿐 크게 해롭지 않으며 의식화하여 분화된 태도로 변화할

수 있는 상 악이다.개인 무의식의 그림자는 무례한 행동,게으름 피우

기,사치하기,화내기 등과 같은 사회 도덕 과 어 나는 것이다.물론

86) (1999), 앞  책, p.82.



- 55 -

개인 무의식의 그림자를 표 하게 되면 사회 으로 부도덕하고 나쁜 사

람이라는 비 을 받을 것이다.그러나 분석심리학에서의 ‘선(善)’이란 분열

된 인격을 통합하고 체정신을 실 시키는 것이지 사회 으로 인정받는

‘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단,일부러 폭력 이고 공격 인 그림자만을

표 하여 윤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이를

해서는 체정신을 실 하려는 노력과 의지가 담긴 자아의 힘을 통해 의식

과 무의식의 상태를 조심스럽게 성찰하면서 자기실 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림자를 표 해야 한다.87)

개인 무의식의 그림자가 의식화되지 못하고 오랫동안 무의식에 남아

있으면 귀신,마귀,괴물과 같은 악에 해당하는 집단 무의식의 그림

자와 연계되어 괴 이고 무자비한 비인간 행 를 이끌게 된다.따라서

자신이 살려야 할 그림자가 삶의 의미를 수 있는 개인 무의식의 그림

자인지 정확히 확인하여야 하며 집단 무의식의 그림자가 의식되지 않도

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만약 집단 무의식의 그림자가 발견된다면 이를

표 할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괴 인 충동에

휩쓸리지 않도록 조심할 수밖에 없다.집단 무의식의 그림자는 엄청난

에 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결하거나 없애려 하지 않아야 한

다.단지 이것을 직 보고 자기 마음속에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만으

로도 이를 다른 상에 투사하여 악을 행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된다.

그림자를 살리는 것은 그림자와의 동일시가 아니라 그림자의 체험을 의미

한다.무의식에 억압된 그림자가 부지불식간에 의식을 사로잡는 것보다는

그림자를 활성화하여 긴장감을 풀어주는 것이 자신과 타인에 한 피해를

일 수 있다.자신의 체정신에 다가가기 해서는 그림자를 살려 무의

식의 열등한 인격을 분화하여 발 시켜야 한다.88)

그림자의 의식은 고통스러운 삶에서 자기와 진지한 면을 하는 사람에

게 그 기회가 찾아온다.개인 무의식의 그림자를 살린다는 이유로 무작

87)  책, pp.196-199 참고.

88) 부영, 『 기와 기실현』( 울: 한길사, 2002), 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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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사회규범에 어 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닌 의식과 무

의식의 상태를 성찰한 후 세심한 분석과정을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그림

자의 표 은 인간이 지닌 열등한 모습을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이와 반

되는 선한 모습을 인정하는 작업이 되어야 한다.즉 선과 악과 같은 극

갈등을 겪은 뒤 극의 통합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이에

해 융은 다음과 같이 말하 다.

어떤 사람을 그의 그림자 앞에 세우는 것은 한 그의 밝은 면을 가리키

는 것과 같다.우리가 그것을 몇 번 경험하면,우리가 단하면서 극 사이

에 서면,우리는 필연 으로 자기 자신이 무엇을 말하는지 느끼게 된다.자

기의 그림자와 자기의 빛을 동시에 자각하는 사람은 자신을 두 측면에서

본다.그리하여 그는 앙으로 나온다.89)

그림자의 의식화는 그림자의 존재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빛과 그림자,

밝음과 어두움이 정신의 체성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선한 것은 집단이 만들어 놓은 선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체정신

을 실 하는 것이다.어둠을 통해 나타난 밝음이야말로 진정한 밝음이라

할 수 있다.따라서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인식하는 것에 해 두려워하지

말고 인격의 발 을 한 하나의 단계임을 깨달아 내면과 직면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3)아니마․아니무스의 분화 통합

그림자의 의식화 다음에 이어지는 단계는 아니마․아니무스의 인식이다.

융의 아니마․아니무스 학설은 페르조나에 응하는 것으로서 자아와 자기

를 매개하는 무의식의 내 인격에 한 설명이지만,실제 으로는 자기실

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이 수행해야 할 서로 다른 과제를 가르쳐주고 있

89) (1999), 앞  책, p.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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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아니마․아니무스의 이론의 핵심은 남성은 우월감을 버리고 사랑과 감

정을 발달시켜야 하고,여성은 열등감을 버리고 정신 인 지혜를 발달시켜

야 한다는 것이다.아니마․아니무스는 자아를 뛰어넘고 자율 으로 활동

하는 마음 안의 혼(魂)과 같다.인간은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남성과 여성에

맞는 페르조나를 형성하면서도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자율성을 구나 경험

할 수 있다.가령 남녀 간의 사랑의 감정이나 아버지,어머니, 나,오빠

등 이성에게서 느 던 감정은 모두 아니마․아니무스의 투사와 같다.90)살

아가면서 남성과 여성이 각각 왜인지 모르게 기분이 불안정하거나 냉혹한

생각이 일어난다면 이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의 인격인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향이라고 볼 수 있다.

한 남성이 남성 인 페르조나에 일방 으로 헌신하면 무의식의 심혼인

아니마와의 계가 끊어질 수 있다.아니마는 본래 남성에게 어떤 감,창

조 인 통찰을 갖도록 하는 감,개인 으로 배려된 섬세한 정감을 갖게

하는 무의식의 기능이다.아니마로부터 단 되면 남성은 융통성과 생동감,

창조 아이디어를 잃어버리고 성격이 경직되거나 완고해지며 일이나 말의

기계 인 반복을 일삼게 된다.남성이 왜곡되고 미숙한 아니마에 사로잡히

면 모든 일을 체념하고 허무감을 느끼며 늘 피로해하거나 책임감이 없어진

다. 는 아니마와 단 된 남성들은 그 아내들이 우울과 신경증 등을 겪는

경우가 많다.문제는 이러한 증상에 해 사람들은 삶이 답답하고 피곤하

다고만 느낄 뿐 자신과 아니마가 단 되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이

다.남성들이 자신의 일방 인 사회생활을 반성하고 주변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기 해서는 무의식 속의 아니마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91)

아니마의 의식화는 먼 자신이 지닌 아니마를 모성과 분리하는 작업에

서 시작된다.남성은 자신이 최 로 경험하는 이성인 어머니를 아니마와

연결시키지만 새로운 이성을 만나면서 무의식의 모성상과 아니마상을 분리

시켜 나간다.그러나 어른이 되어도 이를 분리시키지 못하면 아내에게 모

90) , 『  실 』( 울: 한 사, 2002), p.136 참고.

91)  책, p.13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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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을 기 하는 모성 콤 스가 발생한다.따라서 남성의 자기실 에서

는 모성과 아니마를 분리하고 다양한 아니마를 통찰해야 한다.92)아니마를

의식하기 해서는 남성으로서 지니고 있던 가부장 권 ,합리 인 원칙

주의,이성지상주의와 같은 페르조나에 의해 억압되었던 여성 인 에로스,

즉 섬세한 정감을 되살리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자신의 사생활에서

표 되고 있는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무의식으

로 어 넣었던 섬세한 정감을 말과 행동으로 표 하는 자세가 갖추어져야

한다.자신의 기분을 그림이나 ,춤 등으로 기술하면서 왜 그러한 기분이

되는지를 객 으로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아니마는 의식의 세계로 떠오

를 수 있다.융은 아니마의 객 화를 해 꿈속의 상이나 환상,무의식

인 감흥을 밖으로 내놓아 화를 나 도록 하는 극 명상93)을 권하

다.이는 자신 안에 있는 여성 인격을 인정하고 선입견과 편견을 배제하

고 개인 인 질문을 하면서 화를 나 어 아니마를 자아와 분리시켜 객

화하는 것을 말한다.그러나 극 명상을 어설 게 진행할 경우 자아가

아니마에 휩쓸릴 수 있으므로 분석가의 지도가 뒷받침되거나 아니마를 인

식해야 할 긴 한 상황에서 건강한 자아가 갖추어져 있을 때 진행해야 한

다.

융은 실제로 아니무스를 경험하지 못하여 아니무스에 한 연구를 구체

으로 진행하지는 못했다.그러나 남성과 마찬가지로 여성도 자신의 내

인격인 아니무스를 바르게 발 시켜야 함을 강조했다.남성의 아니마가 감

성과 련이 있다면 여성의 아니무스는 로고스,즉 사유와 단능력과

련된다.여성이 아니무스의 의식화를 소홀히 한다면 미숙한 아니무스가 만

사를 귀찮게 느끼게 하고 삶의 의욕을 잃게 만들면서 자아를 한다.

는 부정 아니무스가 형성되면 타인에게 따지는 버릇이 나타나 상 방과

의미 없는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92)  책, pp.142-143 참고.

93) 극  상  원어는 aktive Imagination 다. 라  극  상상 라고 해야 

하  그  식  식 ,  달 에 다는 에  상 라고 한다. 

(1999), 앞  책, p.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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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무스를 의식화하기 해서는 꿈속에서 나타나는 인물들의 모습을 분

석함으로써 가능하다.꿈속에서 어떤 남자들이 경직되고 완고한 의견을 장

황하게 늘어놓는 모습을 보면서 비 하고 있다면 자신의 마음속에 부정

아니무스가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수 있다.아니마는 섬세한 감정을

객 으로 표 하면서 의식과 통합할 수 있지만 아니무스가 지닌 의견을

극 으로 표 하면 오히려 그 완고함과 경직성에 고착될 수 있다.따라

서 아니무스의 의견을 객 화하지 않고 스스로 그 내용을 먼 비 으로

검토해야 한다.94)

고집을 부리는 부정 아니무스를 의식화하려면 사물을 객 으로 보고

꿈에 나타난 무의식의 권고를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확신이 옳은지 살펴야

한다.타인으로부터 자신의 단이 비 을 받고 있다면 자신의 의견이 부

정 아니무스에 의해 동화되어 있음을 의식하고 아니무스에 항하여야

한다.아니무스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부정 아니무스는 오히려 일에

한 용기와 진실성과 같은 창조 인 힘으로 변화할 수 있다.타인과의 토론

을 통해서 부정 아니무스를 검토한다면 서로 간의 갈등이 나타날 수 있

기 때문에 스스로의 자발 성찰을 통해서 실행되어야 한다.여성으로서의

자 심을 갖되 무의식에 숨겨진 단의 객 성,용기와 진취성,열린 마음,

융통성 있는 실제 추리능력과 같은 창조 남성성을 통합해야 한다.95)

아니마․아니무스를 의식화하여 의식에 동화하면 남성과 여성의 시야는

넓어지고 이성과의 계가 원활해진다.그러나 아니마․아니무스에는 개인

의 생활에서 억압된 개인 무의식의 내용뿐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가지

고 나온 집단 무의식의 내용도 지니고 있다.96)앞에서 언 했듯이 집단

무의식의 내용인 원형상은 자아를 월하는 강력한 미노제(신성한

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의식에 동화될 경우 자아는 내 인격의 원형상

에 휩싸이게 된다.그림자의 인식 단계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내 인격이

개인 무의식의 내용인지 집단 무의식의 내용인지 구별하고,집단 무

94) , 『  실 』( 울: 한 사, 2002), p.144 참고.

95)  책, p.149.

96)  책, p.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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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의 원형이 인식되면 그것이 나타나게 된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만약

집단 무의식의 원형에 향을 받게 된다면 그로 인한 상처와 치유를 통

해서 체정신에 근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97)자율 인 집단

무의식의 움직임에 해 융은 다음과 같이 말하 다.

아니마․아니무스의 작용은 의식화할 수 있으나 그들 자체는 의식 월

인 요소들로서 조와 자의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다.그러므로 아니

마․아니무스는 그 내용이 통합됨에도 불구하고 자율 인 상태로 있게 된

다.우리는 이것을 항상 주시하고 있어야 한다.98)

인격이 조화롭게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면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제 로

발달시키고 있다는 증거이다.융은 실제로 년의 기 때 자신의 아니마

를 의식하고 원형을 인격화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아니마를 의식과 연계할

수 있었다.자율성을 지닌 아니마․아니무스의 강력한 힘은 인간의 의식을

쉽게 조종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마․아니무스를 의식과 조화롭게 발 시

키기란 어려운 일이다.그러나 아니마․아니무스의 은 의식과 무의식

을 연결함으로써 인간의 마음을 치유하고 인격을 균형 있게 유지시켜

다.남성이 아니마와 련하여 정서 인 취미와 섬세한 것을 받아들인다면

공감능력과 안정된 정서를 지니게 될 것이다.여성이 아니무스와 련하여

공부하고 생각하는 힘을 기른다면 보다 지혜로운 여성으로 발 할 수 있

다.99)아니마․아니무스라는 의식과 무의식의 연결고리를 통해 무의식의

깊은 층과 만나게 되면 비로소 체정신의 심이라 할 수 있는 자기와의

면이 가능해진다.

4)자기 발견의 여정

97)  책, pp.149-150 참고.

98) (2001), 앞  책, p.94.

99) (2014), 앞  책, 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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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의 인식과 아니마․아니무스의 인식이 반복되면서 끊임없이 마음

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인간은 비로소 체정신의 심인 자기(self)와

만날 수 있다.종교 수행과 같이 자아의식이 내면세계의 메시지에 주의

를 기울이고 자기 자신을 성찰한다면 융의 인격 발달의 마지막 단계인 진

정한 자기가 되는 것,즉 자기실 (Selbstverwirklichung)에 이르게 된다.

자기실 이란 인간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모든 정신을 통합하는

것이다.100)그 동안 인간이 소홀하게 여겼던 무의식에 심을 갖고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살려 체정신을 실 하는 것이 바로 융의

인격론이 추구하고자 했던 목표이다.무의식은 로이트의 주장처럼 인간

에게 해롭고 의식에 의해 억압되어야 할 부정 인 것이 아니다.융에 의하

면 무의식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자기실 의 원동력이다.

나의 생애는 무의식이 그 자신을 실 한 역사이다.무의식에 있는 모든

것은 사건이 되고 밖의 상으로 나타나며,인격 한 그 무의식 인 여러

조건에 근거하여 발 하며 스스로를 체로서 체험하게 된다.101)

자기실 은 ‘그 인간을 그가 그 게 있는 그 특정한 개별 존재로 만드

는 것’이다.102)인간은 타인과의 계를 형성하면서 집단 인 면을 지니고

있지만 타인과 체될 수 없는 그 나름의 개별 형식으로 존재한다.개별

존재에 해 융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 다.

개성화는 개별 인 존재가 되는 것이다.그리고 우리가 개성이라는 말을

우리의 가장 내 이며 궁극 이고 다른 것과 비길 수 없는 고유성(일회성,

유일무이성)이라고 이해한다면 그것은 본래의 자기가 되는 것이다.개성화

는 자기화(Verselbstung) 는 자기실 (Selbstverwirklichung)이라고 규정

될 수 있을 것이다.103)

100) , 『  실 』( 울: 한 사, 2002), p.93.

101)  책, pp.93-94 참고.

102)  책, p.95.

103)  책, p.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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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실 은 결코 모범 이고 도덕 인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이는

자신의 자각 선택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집단이 만들어 놓은 페르조나를

맹목 으로 따르도록 강요한 결과일 수 있기 때문이다.페르조나에 빠져

그 역할에 맞추어 살아가면 자신의 진정한 모습과 괴리되는 생활에 의해

어느 순간 신경증 증상에 시달리게 된다.자기실 이란 사회의 역할에

순응하면서도 자신의 진정한 개성을 찾아주어 인간의 마음을 치유하고 건

강하게 만드는 일이다.자기실 은 무의식의 내용들을 의식화하는 자기인

식의 과정이다.자신의 내면을 살피지 못한 채 자아의 일방 인 움직임을

그 로 허용하면 무의식은 외부에 한 투사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알릴

것이다.이 때 무의식의 투사는 결코 정 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

문에 투사된 방향을 자신으로 돌려 의식과 연결시켜야 한다.자기실 의

과정은 무의식이라는 미지의 세계와 만나야 한다는 에서 인간에게 많은

고통을 주지만 진정한 자신을 완성하기 해서 인생 반을 통해 반드시

거쳐야 할 작업이다.

무의식의 내용 해석과 의식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은 집단 무의식

의 원형상으로부터 자아가 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이다.자기

원형은 창조 인 면과 괴 인 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강력한 힘이기

때문에 자아가 자기에 의한 팽창 상에 말려들면 커다란 상처를 입게 된

다.무의식의 의식화가 진행될수록 자아는 세상에 한 시야가 넓어지면서

모든 것을 깨달은 것 마냥 착각하게 된다.의식화 과정을 통해 자아가 무

의식의 상(像)들을 비 으로 구별하지 못하면 무한한 힘을 갖게 된 느낌,

신이나 인이 된 느낌,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느낌과 같이 자아가 붕

뜬 상태가 될 수 있다.이는 진정한 자기인식이 아니라 자기원형에 동화된

가상 인 해탈감에 해당한다.자아팽창은 자기실 에 도달하지 못한 채 목

표에 도달했다는 안도감으로 마음을 가라앉게 만드는 상태를 만들기 때문

에 주변을 더 이상 돌아보지 못하고 단력이 흐려져 더 큰 문제 을 발생

시킬 수 있다.자기실 에서 요한 것은 의식성의 회복이다.자아가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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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다른 원형들에 동화되어 다른 무의식의 상들을 제 로 의식할 수 없다

면 자아는 의식기능을 상실하고 무의식에 한 맹목 인 상태가 된다.따

라서 자아는 무의식의 힘에 압도당하지 않도록 의식세계에 튼튼히 발을 딛

고 실에 응하면서 무의식의 신호를 살펴야 한다.특히 자아팽창으로

인해 무의식의 모든 내용을 의식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도록 자신을

비 으로 성찰해야 한다.104)

자기실 의 단계를 모두 겪었다고 해서 무의식이 없어졌다고 착각한다면

큰 오산이다.자아는 자기에 비하면 인격의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

코 자기를 완벽하게 알 수 없다.무의식을 아무리 의식화해도 내면에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의식을 완 히 깨달을 수 없다.따라서 자기실 은

완 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 해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105)융은 분

명 무의식과의 만남을 강조하면서도 의식의 요성에 해 설 하 다.자

기실 의 과정은 어디까지나 의식을 기반으로 무의식을 인식하는 것이다.

무의식에만 을 맞추지 않고 의식과 무의식이 균형 있게 발달할 수 있

어야 자기실 에 도달할 수 있다.

어떤 조건에 있든지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의식 이며 이성 인 쪽에 서 있

는 것이다.다시 말하면 항상 그 측면을 유지하라는 뜻이다.의식과 이성을 놓

쳐서는 안 된다.그것은 미지의 바다에서 길을 잃지 않기 한 안 장치다.만

약 당신이 의식 이며 이성 인 방향을 포기한다면 정말로 병에 걸려 버릴 것

이다.그 지만 삶이 언제나 이성 인 것은 아니라는 을 명심하라.존재의 비

이성 인 국면에 감각을 어느 정도 열어 두어야 한다.106)

자기실 은 인생에서 고통과 정신 기에 처했을 때 찾아온다.융의

제자 폰 란츠가 “자기실 의 실제과정은 인격의 상처와 그에 따르는 고

104)  책, pp.154-157.

105) , 『 심리학 : C. G. Jung  간심 』 ( 울: 각, 2002), p.140.

106) C.G.Jung, Gerhard Adler, Aniela Jaffe 역, 『C.G. Jung Letters, Volume Ⅰ』, 

London : Routledge and Kegan Paul, 1972, pp. 108-109, Claire Dunne, 공지민 역, 

『카    치 』( 울: 지  사랑, 2013), 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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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함께 시작한다.”107)고 말했듯이 무언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고통은

인격의 통합을 알리는 정 인 기회임을 깨달아야 한다.자기실 은 한

인간의 개인 인 과제가 아니라 인류의 과제이다.오랜 역사 속에서 획

일 이고 체주의 인 사회는 개개인이 지닌 개성을 억 르게 하면서 자

기실 을 억압해왔다.오늘날 상업주의가 치고 매스컴에 의해 획일화된

문화는 인간의 자기실 을 방해한다.자기실 은 다른 사람의 따가운 시선

과 박해의 상이 될 수 있다.그러나 끊임없이 자기실 을 해 노력한다

면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함과 동시에 성숙한 사회의 실 으로 이어질

것이다.

107) , 『  실 』( 울: 한 사, 2002), p.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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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융 인격론의 도덕 교육 시사

지 까지 융의 인격론에 해 으로 다루면서 인격을 구성하는 요

소와 그 역할,그리고 융의 인격론이 목표로 삼았던 자기실 의 단계에

해 살펴보았다.이 장에서는 융의 인격론이 도덕 교육에서 가질 수 있는

의미와 함께 실질 으로 도덕 교육에 어떻게 용될 수 있는지를 제시하고

자 한다.사회가 변하면서 곳곳에서는 각종 범죄와 폭력 등의 도덕 혼

란이 증가하고,사람들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채 정서 불안과 소외감

에 고통 받고 있다.특히 올바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삶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할 청소년들은 학업 스트 스와 가정 불화,학교 폭력 등에 시달

리면서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채 내면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이와

같은 상황이 해소되기 해서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인과 청소년들이

자신에 한 정 인 이해를 바탕으로 내면에 있는 심리 결핍을 극복하

고,무한 경쟁과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한 사회 분 기 속에서도 올바른 인

격을 형성하여 자신이 설정한 삶의 목표를 굳건히 지키고 실 해야 한다.

이는 곧 인성 함양 자율 이고 통합 인 인격 형성이라는 도덕 교육의

목표와 맞닿아 있다는 에서 삶의 무목 성과 인간 소외 문제에 한 해

결책으로서 도덕 교육의 요성과 역할에 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도덕교육은 존재의 필요성과 실효성 등에 해 수많은 비 과

항에 부딪히면서도 덕을 지닌 인격체를 기르고자 다양한 이론과 방법을

연구하고 인성교육을 이끌어 왔다.오늘날의 도덕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

다양한 도덕 문제에 한 성찰과 탐구를 통해 올바른 단능력과 도덕

덕성 바람직한 가치 을 확립하여 각자 자율 이고 통합 인 인격을

형성하도록 교육하는 데”역 을 두고 있다.108)도덕 교육은 ‘자율 이고

통합 인 인격 형성’을 해 도덕 지식, 단력과 같은 인지 측면,도

덕 감정,의지 태도와 같은 정의 측면,그리고 도덕 실천 능력

108) 과학 술 ,『도 과 과 』( 과학 술  고시 2012-14 ),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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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과 같은 행동 측면이 통합 으로 길러지도록 지도하고 있다.109)그

러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도덕 교육의 인지 측면은 더욱 강조되는 반면에

정의 ,행동 측면은 소홀히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한 도덕 교육

에서 인간의 무의식에 한 근은 제 로 시도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

의 내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의식과 무의식의 균형을 통한 체정신의 실 이 곧 인격 완성이라고 본

융의 인격론이 도덕 교육에 용된다면 그 동안 소홀히 다루어졌던 정의

측면이 심이 되어 통합 인격 형성을 한 새로운 근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융의 인격론이 지닌 도덕 교육 함의를 살펴보기 해 이 장에서는 융

의 이론이 도덕 교육에 용되는 방법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 어 제시하

고자 한다.1 에서는 융의 인격론에 해 미시 인 으로 근하여 인

격의 구성 요소를 활용한 도덕 교육을 살펴볼 것이다.인격의 구성 요소

도덕 교육과 용하기에 합하다고 단된 페르조나와 아니마․아니무

스를 활용하여 바람직한 가치 교육과 양성성 교육으로 연결시키고자 한

다.2 에서는 융의 인격론에 한 거시 인 근을 통해 자기실 을 목표

로 한 도덕 교육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이 부분에서는 자기실 교육을

개인 차원과 사회 차원으로 나 어 각각 통합 인격 형성을 한 자

기실 교육과 자아와 타자와의 조화를 한 공동체 교육에 해 제시하고

자 한다.3 에서는 융의 인격론이 지닌 내면 치유의 역할에 주목하여 이

를 도덕 감정 계발 교육으로 발 시키고자 한다.융이 제시한 다양한 내

면 치유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는 성찰 교육과 내면의 치유자

로서 도덕 교사의 역할에 해 논의하고자 한다.

1.인격의 구성 요소를 활용한 도덕 교육

109)  책,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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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에 의하면 인간의 인격을 구성하는 요소는 의식과 무의식,자아와 그

림자,페르조나와 아니마․아니무스와 같이 상호 극의 계에 있다.110)

이 인간의 자아를 외부세계와 연결하는 페르조나와 내부세계로 연결하

는 아니마․아니무스는 각각 외 인격과 내 인격이라 불리면서 인간의

성격과 행동 양식을 형성하는 데 핵심 인 역할을 지닌다.도덕 교육은 도

덕규범과 을 체득하여 올바른 인간상을 기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는 도덕 교육이 바람직한 페르조나의 형성과 련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

으로 융의 인격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한 아니

마․아니무스의 인식은 남성과 여성의 장 을 골고루 갖춘 인성을 길러내

는 양성성(兩性性)교육과 련이 있다.이 에서는 페르조나와 아니마․

아니무스의 활용이 도덕 교육에 어떻게 용될 수 있는지 그 의의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1)바람직한 페르조나 형성을 한 도덕 교육

융은 내면을 바라보는 자기실 의 단계에 도달하기 에는 자아와 외부

세계를 연결하는 페르조나의 형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보았다.페르조나는

자신의 진정한 개성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사회에 응하고 타인과 원만하

게 생활하기 해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인격의 요소이다.특히 청소년기

에는 자아의식이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무의식과의 만남이 험할 수 있

다.무의식을 들여다보기 이 에 바람직한 자아의식을 형성하기 해서는

청소년들이 자신에게 합한 페르조나를 갖고 실천하는 것이 요하다.청

소년기에 페르조나가 제 로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인격을 발달시킬 수 없

다. 를 들어 페르조나가 형성되지 못한 청소년들은 외부세계와 계를

맺기 어렵고,타인과 사회에 한 고려 없이 자신의 감정 로 행동하게 된

다. 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도덕규범을 무시하면서 일탈을 지르는 경우가 발생한다.청소년기에 페

110) 돈, 앞  , p.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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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조나가 형성되지 않아 자신의 충동에 따라 행동하게 되면 청소년 범죄로

이어지게 되고 자신이 지른 행동에 한 문제 을 알지 못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반 로 청소년들이 페르조나를 과도하게 형성하게 되면 사

회가 정해놓은 틀에 자신을 맞추게 되면서 자신의 개성을 살리지 못하게

된다.이는 무한 경쟁의 입시제도에 갇 자신의 재능과 소질을 억 르고

성 에 맞추어 꿈을 결정하는 경우가 표 이다.개성의 말살은 우울,불

안과 같은 신경증으로 나타나고 무의식과의 만남이 차단되어 결국 자기소

외에 이르게 된다.우리 주변에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방황하는 아이들은

페르조나의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바람직한 페르조나의 형성이 성인기 이 에 이루어져야 할 인격 발달의

과제라면 가정,학교,사회가 앞장서서 페르조나 형성에 힘써야 한다.도덕

교육은 인간다운 삶을 하고 성숙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도록

하기 해 크게 두 가지의 에서 다루어진다.첫째는 도덕 사회화의

으로 도덕 교육은 주어진 사회의 규범이나 이상에 일치하는 어떠한 방

향으로 행 하도록 개인들을 도덕 으로 사회화시켜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

다.111)둘째는 도덕발달론의 으로 도덕 교육은 도덕 단력을 발달

시켜 도덕 원칙들을 스스로 구성해나가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112)이

도덕규범과 을 익 도덕 인간을 양성하고자 하는 도덕 사회화의

은 융이 강조했던 페르조나의 형성과도 일치한다.도덕 교육이 인간의

인격 발달에 기여하기 한 가장 기본 이고 간단한 방법은 통 가치

규범과 덕목을 익히고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다.인간은 사회 동물로서

다양한 인간 계를 형성하고 외부세계에 응하면서 살아간다.이를 해

학생의 도리,자녀의 도리,친구의 도리 등 각자가 지닌 치에 부합하는

역할과 본분을 익히고 수행하여야 하며 이는 곧 도덕 교육이 담당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도덕 교육에서 페르조나를 바람직한 형태로 발달시키기 해서는 융이

111) 병 , 병 , 『 리학과 도 1』(경 : 간사랑, 2007), p.87.

112)  책, p.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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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했던 페르조나와의 맹목 인 동일시에 주의해야 한다.페르조나는 어

디까지나 집단으로부터 주입된 가치 일 뿐 자신의 진정한 개성이 아니다.

페르조나는 사회생활을 한 수단으로서 사회생활을 비하는 세 를 해

반드시 필요하다.교육자들은 아이들이 페르조나를 형성할 수 있도록 역할

모델이 되어 도덕 모범을 직 보여 주거나 도덕규범을 실천해볼 수 있

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그러나 페르조나의 형성에 집착하여 그

틀에 갇 버리면 페르조나를 자신의 것이라 착각하여 자신의 진정한 모습

을 잃어버리고, 체정신을 실 하려는 무의식의 작용으로 인해 신경증에

시달릴 수 있다.이처럼 페르조나와의 맹목 동일시에서 벗어나기 해서

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자각 선택에 의해 페르조나를 형성하는 것이 요

하다.

뒤르껨(E.Durkheim)은 도덕 교육의 과정이란 어린 아동 시기에 주입된

도덕 권 에 한 기의 존 감으로부터 차 내 으로 스스로 선택한

도덕 지향을 향해 이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113)페르조나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무규범 으로 행동하는 아이에게는 사회가 요구하는 페르조나

를 교육시켜 사회에 응시키는 일이 필요하다.그러나 페르조나가 어느

정도 형성된 이후에는 이를 맹목 으로 따를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나아가고

자 하는 길과 일치하는지를 단하여 페르조나를 활용하도록 지도해야 한

다.자신의 삶의 목표나 의도와는 동떨어진 채 단지 타인에게 좋은 평 을

받기 해 도덕규범을 따른다면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도덕 삶을 살아가

는 것이 아니다.도덕 교육에서는 이러한 삶이 맹목 으로 페르조나만을

따르고 있는 것임을 일깨워주어야 한다.바람직한 페르조나를 형성시키기

해서 도덕 교육에서는 페르조나를 벗었을 때의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거

나 새로운 페르조나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참모습과

페르조나가 괴리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사회

역할이나 도덕규범 등의 페르조나는 단순히 사회에 응하기 해 억지

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페르조나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추구하는 과정

113)  책,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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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이기에 도덕 교육에서는 항상 자신의 모

습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바람직한 페르조나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2)아니마․아니무스를 활용한 양성성 교육

융이 제시한 인격의 구성 요소 에서 페르조나가 자아를 외부세계에

응하도록 하는 수단이었다면 아니마․아니무스는 자아를 내면세계와 연결

시키는 매개체이다.아니마․아니무스는 개인 무의식의 내용과 함께 보

편 이고 원 인 집단 무의식에도 속하기 때문에 무의식의 깊은 층으

로 나아가기 해서는 반드시 만나야 하는 요소이다.그러나 자아와 페르

조나가 견고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니마․아니무스와 하

게 되면 집단 무의식의 거 한 힘에 휘말리게 되어 아니마․아니무스가

바깥으로 드러나고 페르조나가 무의식에 남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따라

서 페르조나를 먼 바르게 형성하고 자아와 페르조나를 구분한 후 체정

신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아니마․아니무스를 의식화해야 한다.남

성과 여성이 각각의 성에 한 페르조나를 형성하면 남성의 무의식에는 여

성 인격인 아니마가,여성의 무의식에는 남성 인격인 아니무스가 자리

하게 된다.보통 남성의 페르조나가 논리 이고 객 인 성격을 지녔다면

아니마는 감이나 섬세한 감정과 같은 여성 성격을 갖는다.반 로 여

성의 페르조나는 감이나 감정과 련되어 있다면 아니무스는 지혜와 의

견과 같은 남성 성격을 지닌다.남성과 여성이 각각 아니마․아니무스를

의식화하면 남성성과 여성성을 함께 갖춘 융통성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데 이는 곧 오늘날 강조되고 있는 양성성과도 같은 의미이다.

양성성(兩性性,androgyny)이란 남성성과 여성성의 균형 는 통합을 의

미하는 것으로 남녀 간의 성차를 인정했던 성 역할 고정 념을 해소하기

해 체된 개념이다.여성성은 감정 이고,자기희생 이고,남들과의

계를 요시하며,섬세하다는 등의 반 으로 표 이고 공동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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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sive,communal)특성을 말한다.반면 남성성은 자기 주장 이고,

활동 이고,자기 발 을 도모하고,독립 이고,목 의식이 있는 등 반

으로 도구 이고 행 주체 인(instrumental,agentic)특성으로 요약된

다.114)이와 같은 성 역할 고정 념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통 심리학에서는 아동이 자신이 속한 사회나 문화 풍토에 합한

성 역할 특성을 내재화하는 과정을 밝히고자 했다.가령 로이트의 정신

분석 이론은 성 역할의 요인을 부모와의 동일시에서 보았고,사회 학습 이

론에서는 찰과 모방,부모의 고정 념에 따른 차별 강화를 통해 성 역할

이 학습된다고 주장했다.한편 인지 발달 이론과 성 도식 이론(gender

schematheory)에서는 자신의 성별을 이해하고 성별에 합한 지식들을

극 으로 구성하면서 성 역할이 발달된다고 보았다.115)

심리학에서 양성성에 한 이론은 1970년 벰(SandraL.Bem)에 의해

서 본격 으로 논의되었다.벰은 한 개인이 남성으로 태어났든,여성으로

태어났든,여성 성격과 남성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보면서 남

성성과 여성성을 서로 상반되거나 모순되는 것으로 보는 일반 을 비

했다.116)벰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양성 인 사람

은 건강하고 응력이 뛰어나며 정서 으로 안정되어 있다고 주장했다.남

성이든 여성이든 양성 역할이 허용될 때 더욱 창조 이고 융통성 있으며

자존감이 높고 독자 이 되므로 통정된 인간성을 지향할 수 있다고 보았

다.117)다만 양성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남성 특성과 여성 특성을 구분

하여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러한 성 (性的)구분을 없애고 양

성성을 사회 환경에 더 유연하고 효과 으로 처할 수 있는 특성으로

다루고 있다.118)

114) , 「  고  : 다움과 여 다움  실체」, 『여 심리』( 울: 여

학  , 1996), p.181. 

115)  , pp.184-188 참고.

116) 강 , ,「 고  과 과 양  」,『심리연 』Vol.26( 울: 

여 학 , 1988), p.34.

117) , 앞  , p.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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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역할 고정 념에 따라 생활하면 자신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고,자신의 성별에 의해 활동할 수 있는 역이 제한된다.양성

성을 지닌 청소년일수록 성별에 상 없이 자신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진로

를 탐색할 수 있고 상황에 히 처하는 지능과 창의력이 높다. 한

자존감이 높고 정서 으로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이나 학교생활에도

잘 응한다.융의 인격론은 무의식 속에 갇 있던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의식화하여 남성성과 여성성을 두루 갖춘 사람을 이상 으로 보고 있다는

에서 성 편견을 없애는 양성성 교육의 기 가 될 수 있다. 재 학교 교

육과정에서는 다양한 교과를 통해서 양성성 교육을 다루고 있는데 그

도덕 교과는 성 역할 고정 념을 해소하고 양성평등이 갖는 도덕 의미를

다루어 양성성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119)성 역할 고정 념을 버리고 남녀

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부분은 양성평등에 한 이해를 높여 수 있

다.그러나 단지 인권 차원에서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우하는 것이 양

성평등이라 강조하는 것은 여 히 그 이면에 남성 특성과 여성 특성의

구분을 제로 하는 것이고 개인의 양성성을 기르는 데 한계를 지닐 수밖

에 없다.

남녀 간의 성차는 도덕성 발달에 한 연구에도 향을 끼쳐 콜버그의

정의 윤리와 이에 반 하는 길리건의 배려 윤리로 발 하기도 했다.콜버

그(L.Kohlberg)는 도덕 행 를 도덕 단능력으로 보고 그 원리를 정

의(justice)로 간주하 다.120) 콜버그는 평균 으로 여성들의 도덕발달은

‘착한 소년,좋은 소녀 지향’인 3단계에 속하는 반면에 남성들은 ‘법과 질서

지향’인 4단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121)개인의 권리나 평등,공정성과 같

118) 양  지닌 사람  ①다양한  리  가지고 는 것, ② 상  에 

라 연하게 하는 것, ③ 경에 과  처하는 것 등  특징  지닌다. 

강 , ,  , p.35.

119) 학  1~3학  ‘사 · 가·지 공동체  계’ 역에  ‘(가) 간  엄

과  ③ 양  평등  도  미  실천’ 라는  에 한 편견  극복

하고 양  상  보  탕  상  하는  지니는 것   삼고 

다. 

120) 창우, 『도  새 운 해 』( 울: 과학사, 2006), p.323.

121) 병 , 병 , 앞  책, p.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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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남성 특성을 높이 평가했다.이에 해 길리건(C.Gilligan)은 콜버그

의 이론은 남성만을 상으로 연구했기 때문에 인간 계 연 성,따뜻한

배려,민감성 등과 같은 여성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고 여성이 남성보다

도덕 으로 성숙하지 않다는 성 편견을 불러일으켰다고 비 했다.122)길

리건은 콜버그의 이론을 보완하기 해서 여성의 도덕성을 강조하는 배려

윤리를 제시하고 도덕성을 이해하려면 정의와 따뜻한 배려라는 두 가지 요

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콜버그와 길리건의 논쟁 이후 도덕 교육에서는 정의와 배려를 통합하기

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헵번(E.R.Hepburn)과 리 (G.J.

Vreeke)는 윤리 의사결정에 있어서 콜버그의 정의 윤리와 길리건의 배

려 윤리가 상호작용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자 했고,123) 스트(J.Rest)는

도덕성을 구성하는 요소를 도덕 민감성,도덕 단,도덕 동기화,도

덕 품성으로 제시하면서 콜버그의 이론을 도덕 단에 포함시키고 길

리건의 이론을 도덕 민감성과 도덕 동기화에 포함시켰다.124)나딩스

(Noddings)는 도덕 교육에서 인지를 배제하면 활기를 잃어 병 인 감상에

빠지게 되고,정의 인(affective)요소를 배제하면 이기 으로 되거나 무감

각한 합리주의에 빠지기 쉽다고 주장하면서 인지 요소와 정의 요소를

배타 인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 인 것으로 인식하고자 했다. 래벡

(Brabeck)역시 도덕 인간은 정의와 배려의 도덕성을 함께 갖춘 사람이

라고 보면서 두 도덕성의 통합을 주장했다.125)이처럼 도덕 교육에 있어서

남성 도덕성과 여성 도덕성은 도덕 인격으로 나아가기 해 통합

으로 다루어야 할 상호보완 인 요소이다.결국 도덕 교육에서 오래도록

연구되어 온 도덕성 발달의 성차 문제는 남성과 여성의 도덕 특성을 통

합하는 양성성의 요성을 강조한 것이기도 하다.

융의 아니마․아니무스의 개념을 도덕 교육에 용하기 해서는 아이들

122)  책, p.352. 

123)  책, pp.380-381 참고.

124) 창우, 앞  책, p.325.

125)  책, pp.32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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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남녀의 성 역할을 바르게 이해시키고 양성성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해야 한다.융의 이론은 아니마․아니무스의 의식을 통해 구든지

남성성과 여성성을 갖춘 양성 인간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그러나 개

개인의 무의식 속에 있는 아니마․아니무스를 어린 나이에 억지로 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성 역할 발달을 해할 수 있다.따라서 각자의 성에

한 페르조나를 잘 발달시킨 이후 자신의 내면에 반 되는 성 특성이 존

재하고 있음을 깨달아 남성성과 여성성을 함께 체득하고,다양한 문제 상

황에 유연하게 처하기 해서 자신의 양성 인 면을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양성성 교육은 단순히 남녀의 성 차이를 이해하

는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스스로가 인 인간이 되기 해서

남성과 여성의 특징을 골고루 갖출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한다.어느 한

쪽의 성 역할만을 발달시키면 남녀에 한 이해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결국엔 개인의 인격 성장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도덕 교육에

서는 도덕 인간이 남성성과 여성성을 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람임을

인식하고 두 측면을 균형 있게 발달시키는 양성성 교육을 실천해야 한다.

2.자기실 으로 나아가기 한 도덕 교육

융의 인격론을 통해 이끌어 낼 수 있는 교육 목표는 진정한 자신이 되

는 것,즉 자기실 에 있다. 인들이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우울,불안

과 같은 신경증에 시달리는 이유는 자신이 지닌 고유한 본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데 그 원인이 있다.무의식의 세계는 하기 때문에 인간은 일생

동안 자신의 체를 완벽하게 알 수는 없다.그러나 자신의 본 모습에 가

까워지기 해 내면을 살피려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만의 고

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이 장에서는 인간의 체인격을 실 하기 한

자기실 교육이 지닌 도덕 교육 함의와 앞으로의 도덕 교육에 달할

수 있는 의의에 해 제시하고자 한다. 한 융이 말한 자기실 이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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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개인지상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조화를 고려하는 과정임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세를

기르고자 하는 도덕 교육의 기본 방향과 부합하고 있음을 살펴보고자 한

다.

(1)통합 인격 형성을 한 자기실 교육

융은 인간의 삶이 지닌 궁극 인 목 을 자신의 체를 실 하는 것으로

보았다.인간은 구나 자신을 실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내면을 살피려는 의식 인 노력을 통해서 분화되어 있는 인격을 통

합시킬 수 있다.물론 인간은 끝없이 넓게 펼쳐진 무의식을 모조리 인식할

수는 없다.그러나 무의식 속에 숨겨진 자기 자신이 되고자 하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 해가는 과정을 통해 인간은 더욱 성숙해지고 의식과 무

의식을 통합하면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 가게 된다.오늘날 많은 사람

들이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우울과 강박,불안과 같은 신경증에 시달리

는 이유는 의식된 자신의 일부분이 부인 것 마냥 착각하고 자신의 자아

상과 립하는 무의식 인 마음을 억압하는 데 했기 때문이다.의식과

무의식의 단 로 나타난 삶의 무목 성과 인간소외 상을 해소하기 해

서는 그 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자신의 무의식 인 마음을 살펴보고 흩어져

있던 인격을 통합시킴으로써 가능하다.

융의 이론은 인간의 마음을 물리 으로 환원하거나 인과론 으로 설명하

려는 합리주의를 거부하고,정신과 물질,의식과 무의식,선과 악 등의 이

분법 이고 이원론 인 을 지양하면서 극의 조화라는 일 을

추구하고 있다.126)인간의 이해에 있어서 단편 인 서술에 그치는 기존의

심리학과는 달리 융의 인격론은 인간의 본성이란 무엇인지 탐구하고 자기

실 이라는 삶의 궁극 목 을 내세우고 있다는 에서 ‘인간이란 무엇인

126) 진 훈, 돈, 「  심리학  간학  함 에 한 연 」, 『사 』 66집

( 울: 울 학 , 2003), p.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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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한 물음을 철학 인 에서 연구하려는 철학 인간학과 닮아

있다.도덕 교육은 “우리는 어떻게 행 해야 하는가?우리는 어떻게 살아

야 하는가?참으로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삶의 의미는 무엇인가?무엇

이 인생을 살 만한 가치가 있도록 하는가?”를 물으며 인간의 최종 심

사를 다루고,교육 그 자체의 최종 목표인 ‘인격 교육’의 이상에 직 다가

가고자 한다.127)이와 같은 도덕 교육의 지향 은 융의 인격론과 닮아 있

다는 에서 융이 강조했던 자기실 의 과정과 그 의의를 도덕 교육에 충

분히 용할 수 있으리라 본다.

도덕 교육은 인간의 삶에 필요한 도덕규범과 을 익히고 다양한 도덕

문제에 한 성찰과 탐구를 통해 올바른 단능력과 도덕 덕성 바람

직한 가치 을 확립하여 각자 자율 이고 통합 인 인격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128)특히 입시 주의 지식 교육이 강조되고 학교 폭력 등의

청소년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최근 도덕 교육은 사람다운 사람으로 성

장하기 해 바른 인성과 그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인성 교육의 역할로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인성 교육의 개념과 목표에 해 일치된 견해는 아직

없지만 인성을 사람의 품성 는 그 사람의 됨됨이라 이해한다면 인성 교

육은 자신에 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스스로를 통제하고 조 하며 타인존

과 공감 능력을 기름으로써 개인 으로는 즐겁고 만족스러운 삶을,사회

으로는 타인과의 조화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129)

융의 자기실 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내면

에 담겨진 진실한 모습을 이해하고 포용하여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는 인성 교육으로 표되는 도덕 교육의 목표와 부합

하기 때문에 융의 이론에서 도덕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매우 유의

미한 작업이다.

자기실 교육은 분화된 인격을 통합하여 온 한 자신이 되는 것을 목표

127) 찬 , 『(개 과 주  본) 우리들  리학(개 )』( 주: 사, 2014), 

pp.107-108.

128) 과학 술 , 『도 과 과 』( 과학 술  고시 2012-14 ), p.4.

129) 창우, 앞  책, pp.347-34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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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삼아야 한다.융은 체인격이 실 되기 해서는 자아를 통한 무의식

의 의식화 작업을 바탕으로 의식과 무의식이 하나로 통합되어야 함을 주장

했다.자아가 견고하게 발달되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내면을 살피는 과정

에서 강렬한 무의식의 힘에 의해 자아가 휩쓸릴 수 있기 때문에 자아가 발

달하지 못한 어린 아이에게는 내면과의 면 작업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

다.따라서 무의식과의 면으로 나아가기 이 에 반드시 자아와 페르조나

형성이 히 이루어진 후 조심스럽게 내면을 살피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

아가야 한다.자기실 교육이 갖는 도덕 교육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기실 교육은 자기 자신이 되기 한 교육이다.융의 자기실 은 자

신의 무의식에 존재하는 발 가능성을 자아가 의식하여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다.진정한 자기실 을 해서는 외부의 역할이나 집단의 기 에 집착

하여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의식과 무의식을 통합하여 자신의 진정한 개

성을 실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융은 인간의 모방 능력을 자기실

에 단히 유해한 요소로 보았다.융은 “사회질서를 만드는 것은 법률이

아니라 모방”이라 보면서 개인 인 차별화의 목 으로 탁월한 인격을 모방

하면서 겉치 에 머무는 것을 경계하고 우리 안의 무엇이 본래의 개성 인

것인지를 발견해야 함을 강조했다.130)즉 자기실 에 있어서 가장 주의해

야 할 은 자신의 체를 실 하지 못하고 겉으로만 모방한 채 인격이 완

성되었다고 느끼는 자아팽창이다.진정으로 깨닫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깨달은 인격자가 된 것 마냥 행동하게 되면 일시 인 해탈감에

취해 자신을 더욱 험한 상황에 빠뜨리게 된다.자기는 자아를 넘어서기

때문에 아무리 무의식을 의식화해도 여 히 무의식은 남아 있다.따라서

자기실 은 완 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 해지는 것이고 한 성인(聖人)

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그 동안의 도덕 교육은 자율 이고 통합 인 인격 형성을 해 인간의

도덕성이 갖는 인지 ․정의 ․행동 측면을 분석하고 각 측면에서 길러

130) C.G.Jung, 한 연 원 C.G.   역 원  역, 앞  책,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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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야 할 도덕 교육 요소들을 고려하여 유덕한 인격을 기르고자 했다.특

히 올바른 인격을 이해하고 체득할 수 있도록 훌륭한 인격을 구성하는 덕

목들을 나열하고 보상과 처벌,역할 모델과의 동일시 등의 방법을 활용하

여 도덕 실천에 이르도록 교육해왔다.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자칫 내면

에서 우러나오는 도덕성에 한 존경심과 열망이 배제된 채 선한 행동을

모방하거나 자기반성 없이 성인들의 길을 그 로 따르기만 하는 자아팽창

으로 이어질 수 있다.지난 날 도덕 교육은 통 인 가치 주입에 하

거나 도덕 지식만을 달하는 데 치우쳐 도덕 정서와 행동으로 이어지

지 못했다는 비 을 받아 왔다. 한 청소년 범죄는 극에 달하고 아는 것

은 많지만 인성이 바르지 못한 아이들이 증가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도덕

교육의 실효성에 해서도 많은 의문을 제기해왔다.이와 같은 도덕 교육

의 비 을 해소하기 해서는 융의 자기실 처럼 자신에 한 성찰을 통해

한 성인의 길이 아닌 자신만의 길을 따르고 내면에 담겨진 도덕 잠

재력을 바탕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양심의 문제에 있어서 로이트는 자아가 통 인 도덕규범에 의해

형성된다고 본 것에 비해 융은 도덕 반응이란 도덕규범이 존재하기 부

터 일어나는 인간 정신의 근원 태도라고 보았다.131)융은 “도덕 인 반

응은 인간 정신의 근원 인 태도이다.도덕률은 뒤에 생긴 것으로 이 근원

태도가 이를테면 법조문으로 굳어버린 것이다.”132)라고 말하면서 양심

상을 사회 도덕규범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고자 했다.융에게 있어 양

심이란 무의식의 한 속성으로서 자기 원형에서 나온 신의 소리(voxDei)이

다.133) 습 인 도덕규범을 따르는 것은 양심의 도덕 인 형태를 의미하

지만 이러한 도덕규범은 결코 사회와 문화를 월할 수 없다.양심의 윤리

모습은 도덕규범을 넘어서 있는 인격의 가장 깊은 바탕,즉 의식과 무

의식을 포 하는 근원 인 자기라는 인격의 체성에 기반하는 것이다.134)

131) 돈,「  양심 」, 진 훈  『양심』( 울: 울 학 원, 2012), 

p.335.

132) , 『 심리학 : C. G. Jung  간심 』( 울: 각, 2002), p.352.

133)  책, p.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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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양심의 계발은 도덕 갈등상황에서 창조 인 해결을 해 내면에

있는 자기의 요구를 따르는 것이며 융이 강조했던 자기실 의 과정이기도

하다.융에 의하면 진정한 의미의 양심은 학습에 의해 얻어진 것이 아니라

내면의 반성 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실 의 과

정을 거쳤을 때 계발할 수 있다.자기실 교육이 자신의 선천 이고 근원

인 양심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내면의 길을 따름으로써 참된 인격을

계발하는 것이라면 이는 곧 진정한 윤리 태도를 지닌 유덕한 인격을 기

르려는 도덕 교육의 이상과 같음을 알 수 있다.

융의 자기실 은 필연 으로 고통과 인내를 경험할 수 있는 과정이다.

자기실 을 해서는 무의식과의 면에 앞서서 무의식에 휩쓸리지 않도록

자아와 페르조나가 탄탄히 형성되어야 하고 자신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림자와 면하여 통합해야 한다.무의식과의 만남으로 페르조나와 자아를

구별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다른 인격인 아니마․아니무스를 자신의

진정한 모습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내면의 가장 내부에 자리 잡은 자기로

근하여 자아를 월한 자기실 에 이르러야 한다.자기실 은 결코 단

시간에 이루어지는 작업이 아니고 일생동안 고통과 인내를 경험하면서 추

구해야 할 삶의 목표이다.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기 해서 거 한 무의식

의 힘과 면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고 자신과는 립되는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는 다른 자신의 모습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용

의 자세도 요구된다.평탄한 삶 속에서 불 듯 다가오는 실패와 고통 속

에서 인간은 자신을 통찰하고 자기실 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자신이 지닌 본연의 개성을 발휘하기 해 고통에 직면하고 인내하

는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윤리 행 이다.

(2)자아와 타자의 조화를 한 자기실 교육

융의 자기실 이 가장 크게 오해를 받는 부분은 개인지상주의에 치우쳐

134) 돈(2012), 앞  , p.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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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과 타자에 해 무 심하다는 이다.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자기실

은 의식과 무의식을 통합시켜 자신의 체인격을 실 하는 것에 을 맞

추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자신에게만 심이 있을 뿐 타인에 한 고려

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쉽다.게다가 융이 자기실 을

해서는 페르조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처럼 자아와 집단정신

과의 구별은 사회 틀을 버리고 오직 개인의 고유한 개성만을 발휘할 것

을 요구하는 듯한 인상을 다.이와 련하여 심리학자 랑클(V.E.

Frankl,1905-1997)은 융의 자기실 이 타자와의 계가 단 된 채 개체로

서의 개인의 자기실 에 을 맞추고 있다고 비 하면서 진정한 인간성

은 타자와의 계 속에서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사회에 한 책임감과

실천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 강조하기도 하 다.135)

그러나 자기실 의 진정한 의미는 단지 자신의 내면만을 살피는 작업만

이 아니라 타인에 한 배려와 공존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융의 자기실 ,즉 개성화란 “개별 인 인격의 발 을 목표로 하는

하나의 분화 과정이다.개체는 개별 존재일 뿐 아니라 한 그의 존재에

한 집단 계를 제로 하므로 개성화의 과정도 고립화가 아니라 보다

집 이고 보다 보편 인 집단 연 에서 진행되는 것이다.”136)융은 개

인 인 것과 집단 인 것이 서로 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이 집단의 것에 압도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을

강조했다.융은 항상 자기실 과 개인지상주의가 결코 같은 의미가 아님을

주장하면서 인간의 고유함이란 집단과 치되어 자기 심 인 성격을 나타

내는 것이 아니라 집단 속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숙명 속에서도 드

러나는 개인의 특이성에 해당한다고 보았다.137)자기실 이란 타인과의

계를 무시하고 자신만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계를 고

려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다.따라서 자아와 타자

135) 병술, 「양 학과 심리학  만 과 통」, 『 학연 』 Vol.19( : 학  

학연 , 2009), p.54.

136) C.G.Jung, 한 연 원 C.G.   역 원  역, 앞  책, p.52.

137)  책, pp.75-7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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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조화를 한 자기실 교육은 공동체 속에서 타인과 함께 바람직하고

조화로운 삶을 목표로 하는 도덕교육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자아와 타자와의 조화를 한 자기실 의 과정은 투사의 문제에서 시작

된다.투사(Projektion)란 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서는 무의식의 충동에

한 불안으로부터 자아를 보호하기 한 방어기제로 설명되었지만 융은

인간의 무의식이 자연스럽게 밖에 있는 것처럼 지각할 수 있는 보편 인

심리 상으로 보았다.138)자기실 의 과정에서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무의

식인 그림자는 자신이 인식하지 못한 좋은 성격의 부분과 자신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쁜 성격의 부분을 함께 가지고 있다.이 에서 강렬한 감정

을 지닌 콤 스가 다른 상으로 투사되면 그 상에 해 감동이나 매

혹을 느낄 수도 있고 반 로 오감이나 불쾌감을 불러 일으켜 공격하거나

편견을 갖고 하게 된다.이 때 문제는 투사가 무의식 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사된 상에 해 지니는 감정 인 반응의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은 개개인의 그림자의 투사에 의한 오해에서 비롯

하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먼 살펴보고 다른 상에 투사되어 있는 것

을 자신에게 다시 가져오는 작업을 통해 개인의 인격 성숙은 물론 타자와

의 갈등을 해소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다.그러나 비슷한 그림자를 지닌

사람들이 모여 집단을 이루고 그 안에서 공통된 가치 단의 기 을 만들어

집단 투사를 형성하게 되면 따돌림이나 유명인에 한 비난과 같이 한

개인을 집 으로 공격하거나 지역갈등,정치권력 집단 간의 비난,종교나

국가 간의 갈등 등의 집단 간의 갈등으로 이어져 쉽게 해결하기가 어렵게

된다.타자와의 조화를 해서는 자기반성을 통해 그 동안 깨닫지 못했던

무의식 속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극 인 체험을 통해 상 방에 한 왜곡

된 생각을 멈추어야 한다.상 방에게 오감을 느 던 부분이 자신의 것

이라 이해할 때 비로소 타자에 한 진정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개인과 집단 사회의 성숙한 계를 형성할 수 있다.

138) (2014), 앞  책, pp.31-3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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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의 인격론에서 자아와 타자의 조화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로는 집단

무의식,즉 원형이라 할 수 있다.융의 분석심리학이 발견한 독특한 요소이

자 융이 심 을 기울여 연구했던 집단 무의식은 자아에 의해 억압되어

무의식으로 머물게 된 개인 무의식과는 달리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된 무의식이라는 에 특징이 있다.집단 무의식은 원시 이미지라고

부르는 잠재 이미지의 장고로서 정신의 맨 처음의 발달단계와 련되

어 있다.139)집단 무의식은 모든 개인들의 정신이 지닌 공통의 하부구조

로서 인간의 근원 행동유형인 원형에 의해 구성된다.따라서 오늘날과

같이 다양한 집단이 존재하기 이 에 태 의 한 집단에서 형성된 원형은

모든 인류가 보편 으로 경험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인류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틀로 작용할 수 있다.

융은 인간이 태 부터 지닌 원형에 한 연구를 해 1920년부터 알제리

를 시작으로 인디언과 아 리카 민족의 문화를 추 해 갔다.당시 서구 문

명을 이끌었던 합리 이성주의가 세계 이라는 잔혹한 결과를 낳게 되

면서 이성에 한 회의 인 분 기가 생겨나고 고갱,앙드 지드와 같은

많은 지성인들은 이성을 체할 새로운 역을 찾기 해 원시 인 장소로

여행을 떠났다.융도 서구의 합리주의에서 벗어나기 해 아 리카로 여행

을 떠났고 원주민들의 문화 속에서 서구의 물질 이고 개인주의와는 반

되는 타자와의 연 의식이나 자아와 타자를 구분하지 않는 언어 등과 같은

공동체 특성을 발견했다.140)융은 원시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구

별하는 능력이 없어 하나의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고 상호 간에 무의식 인

동일시의 상태로 살고 있다고 이해했다.141)원시인들의 원 문화가 인

류를 월하여 존재하는 태 의 원형이라 한다면 집단 무의식 속에는 자

139) C.G.Jung, C.S.Hall, J. Jacobi,  역, 앞  책, p.91.

140)  엘고니 과  만  통해 과 하지 않  아프리카  많   신

 그들  칭  거  다  과 별할 도 짓지 않았  한

다.  탕   원시 들  공동체  체  식하지 못하는 실질  

식 상태에 살고 고 신과 타  별 능 차 갖고 지 않다고 보았다.Blake 

W. Burleson, 도  역, 『 과 아프리카』( 울: 학지사, 2014),pp.246-247.  

141)  책, p.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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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와 타자가 구별되지 않고 함께 어우러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근거가 있

다고 볼 수 있다.융에 의하면 모든 개인들은 집단 무의식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를 인식하게 되면 마다 다른 기 을 가졌다

하더라도 서로 충돌하지 않고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보편 화 가능성

을 지니게 된다.자신의 내면을 살피는 자기실 교육은 인류 공통으로 존

재하는 집단 무의식을 인식함으로써 집단과 단 된 개인지상주의로 흐르

는 것이 아니라 인류 체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공동체 교육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타인에 한 이해를 해서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자신의 의식과 무의식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타인의 진정한 모습을 바라볼

수 없게 되고 결국엔 편견과 증오로 이어져 서로 립하게 된다.타인에

한 진정한 이해는 단지 겉모습으로 치장된 그의 페르조나로 단하는 것

이 아니라 그의 내면도 함께 살펴보는 것을 말한다.타인을 체 으로 이

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존 하고 배려하는 계로 나아가게

된다.이를 해서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이해하려는 자기실 의 과정을

통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3.내면 치유를 한 도덕 감정 계발 교육

지 까지 살펴본 융의 이론은 오늘날 심리상담과 같은 내면 치유와 련

하여 활발하게 응용되고 있다.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우울과 불안,강박증

등의 신경질환에 시달리는 인들의 내면을 치유하기 해 단지 과거의

상처와 부정 인 기억을 억 르는 것만으로는 내면의 근본 인 문제를 해

결할 수 없다.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살피고 분화되어 있는 인격을 통합해

야 한다는 융의 주장은 신경증의 원인을 외부가 아닌 자신의 내면에서 찾

고 근본 인 치유를 해서는 자기 이해에서 출발해야 함을 의미한다.그

동안 도덕 교육은 인지 ․정의 ․행동 역을 통합한 인격 형성을 목



- 84 -

표로 했지만 도덕 지식과 단 능력과 같은 인지 역에 집 되어 있

었기 때문에 도덕 정서와 행동을 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도덕 지

식을 쌓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도덕 행동의 증진을 해서는 그 동

안 도덕 교육에서 소홀히 다루었던 정의 역을 세심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자기 면을 통해 내면을 살피고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고자 하는

융의 자기실 과정을 도덕 교육에 용한다면 입시 스트 스에 시달리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내면을 치유하여 자연스럽게 도덕 정

서를 함양할 수 있다.이번 장에서는 융의 인격론이 지닌 내면 치유의 효

과에 을 맞추어 자기 면을 통한 내면 성찰 교육과 내면의 치유자

로서 도덕 교사의 역할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1)자기 면을 통한 내면 성찰 교육

인들이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인간소외를 경험하며 우울과 불안,강

박증과 같은 신경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이유에 해 융은 이성 사유를

시한 기능주의 ․합리주의 태도와 이분법 태도․인과론 사고

구획주의(compartmentalism)에 의한 내면의 억압으로 보았다.142)인간의

내면은 이성 방법에 의해서는 부 해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역이기

때문에 이성에 한 맹목 인 신뢰는 본능과 무의식이라는 역을 소홀히

하고 비인간화 상을 이끌었다. 한 흑백과 선악의 립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이분법 태도는 자신의 사회 역할과 모순되는 내면의 그

림자를 억압하고 자아를 무의식과 단 시키면서 본래의 자신으로부터 소외

당하고 스스로를 고통에 몰아넣었다.143)인간은 불행,실패,죽음 등을 통

해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는 앓고 있는 존재(homopatiens)다.144)인간이

필연 으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면 고통을 피하거나 제거하지

142) 진 훈, 돈, 「  심리학  간학  함 에 한 연 」, 『사 』 66집

( 울: 울 학 , 2003), p.77 참고. 

143)  , p.77.

144)  , 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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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그 의미를 이해하려는 정 인 자세가 필요하다.융은 “우리는 신경

증을 ‘제거’하려고 해선 안 된다.오히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의 목 이 무엇인지를 경험해야 한다.”145)고 말하면서 인간이 고통으

로부터 무언가를 배우고 성장하기를 기 했다. 인의 신경증은 인격이

해리되고 있다는 신호로서 그 동안 소홀히 했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균형 있는 체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통을 억압하고 제거하기

보다는 고통이 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자신을 성찰하고 내

면을 치유할 때 우리는 인간 존재의 보다 깊은 층으로 나아갈 수 있다.

앞에서 언 한 인들의 삶의 무목 성,우울과 불안 등의 신경증은

비단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청소년기는 인생의 고통이 가장 크게 나

타나는 시기로 자신의 역할 혼란과 부정 인 정체감을 이기지 못해 일탈

행 를 통해 고통을 쉽게 회피할 수 있다.청소년기의 고통은 단순히 신체

․심리 발달 단계에서의 특징이 아니더라도 경쟁과 효율을 강조하는

분 기 속에서 발생하는 입시 스트 스와 래와의 계 형성에서 자신의

진실한 감정을 표출할 수 없을 때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사회가 만들어

놓은 틀에 맞춰 자신의 본래 모습을 상실하고 자기분열에 이르게 되면 자

신에 한 부정 인 감정이 증가한다.이를 히 치유하지 못하면 개인

의 고통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타인과의 계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오늘

날 청소년들은 행복을 느끼지 못한 채 우울과 불안에 갇 살거나 마음속

에 지닌 내면의 상처를 타인에게 분출하여 따돌림과 학교 폭력 등의 사회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이와 같은 비도덕 행동을 해결하기 해서

는 자기 자신과의 직 인 면을 통해 스스로를 공감하고 이해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오늘날 도덕 교육에서 내면 성찰 교육에 한 연구가 필

요한 이유는 바로 청소년의 내면을 치유하고 이를 통해 한 도덕 감

정을 지니기 해서다.

최근 도덕 교육은 청소년의 행복한 삶과 정신건강의 증진을 해 다양한

145) C.G.Jung, 『Civilization in Transition』, C.W.10.p.170, John A. Sandford, 심상

 역,『  심리학과 치 』( 울: 한 심층심리연 , 2010), pp.181-182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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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그 청소년의 내면 치유와 련하여 도덕

교육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는 정심리학(Positive

Psychology)이라 할 수 있다.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MartinSeligman)은

기존의 심리학이 삶의 불행을 완화시키는 방법에 몰두하여 삶의 정 인

가치를 외면했다고 비 하면서 인간의 강 과 미덕에 을 맞추어 행복

을 증진시키는 정심리학을 창시했다.그는 행복한 삶의 세 가지 요소를

즐거운 삶(pleasant life), 여 인 삶(engaged life),의미 있는 삶

(meaningfullife)로 제시하고 이를 증진하기 해서는 자신의 표강 을

발견하고 발휘해야 한다고 보았다. 한 행복한 삶에 기여하는 정 인

성품과 덕성을 연구하여 지혜,자애,용기, 제,정의, 월이라는 6개의

핵심 덕목과 24개의 강 으로 구성된 VIA 분류체계를 구성하 다.146)이

분류체계에 포함된 덕목과 강 이 도덕 교육에서 강조하는 덕목과 부분

일치한다는 에서 행복과 마음 치유를 목표로 한 도덕 교육의 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정심리학에서 추구하는 정성과 밝음은 행복이라는 목표를

해 우리 안의 부정성을 억압하고 내면의 갈등과 불균형을 만들 수 있다.

인간의 행복은 고통의 의미를 이해하고 내면을 성찰하면서 그 안의 정과

부정의 양면성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비롯된다.도덕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내면 성찰 교육의 목표는 단순히 문제의 원인을 악하고 이를 제거

하여 밝고 정 인 행복을 달성하려는 것이 아니다.자신의 내면을 돌아

보는 작업은 그 안의 어둠과 두려움을 거부하지 않고 이를 자신의 본래 모

습으로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자신이 구인지를 깨닫고

내 안의 정과 부정을 한데 아우르며 온 한 인격을 완성하는 것이 도덕

교육에서 추구해야 할 내면 성찰 교육의 방향이다.

자기 면을 통한 내면 성찰 교육의 구체 인 방법은 진정한 자기로

다가가기 해 의식과 무의식을 인식하고 내면을 치유하고자 했던 융의 자

기실 과정을 바탕으로 모색할 수 있다.융은 신경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

146) 찬욱 , 『행복』( 울: 운주사, 2010), pp.354-36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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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상 인 삶을 찾아주고 인간이라면 구나 삶의 목표로 여기는 행복하

고 건강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체정신을 인식할 수 있는 다

양한 방법을 제시했다.그 도덕 교육에서 시도할 수 있는 내면 성찰 방

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변증법 화 방법이다.융이 말한 변증법 방식(dialektisches

Verfahren)이란 두 사람이 등한 치에서 말을 주고받으며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다.147)치료자는 환자와 함께 체험하는 자로서 자신의

권 를 버리고 환자에 해 간섭하지 않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변증법 화 방법의 목표는 환자와 치료

자가 순수하게 화를 나 면서 서로의 의식과 무의식을 발견하고 환자 스

스로가 개성을 발견하는 것이다.변증법 화 방법에서 요한 은 치

료자의 자세이다.치료자가 환자보다 유식한 상태에서 충고를 달하면 그

순간 환자의 고유한 개성은 치료자에 의해 지배된다.융의 내면 치유는 자

아와 자기와의 불일치에서 오는 신경증을 해소하기 해 무의식을 인식하

는 것에 이 있다.따라서 치료자의 체정신과 환자의 체정신이 진

지하게 면하면서 인격의 미지의 부분을 발견하는 것이 변증법 화 방

법의 핵심이다.

도덕 교육에서 융의 변증법 화 방법을 용할 때에는 먼 교사가

학생의 자기 이해를 이끌어주는 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요하다.학

생이 자신의 좋은 ,잘난 만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부정

감정과 두려움마 도 있는 그 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포용 이고 신뢰

인 분 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교사와 학생,학생과 학생 간의 화는 단순

히 재의 고통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의 변화를 통해 자신의 고유

한 개성을 발 하고 성숙한 인간이 되는 데 목표가 있다.상호 간의 진실

한 면을 통해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 면 미처 깨닫지 못했던 진정한 자

신의 모습을 발견하고,타인의 고통을 공감하고 이해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내면 치유와 도덕 감정 계발로 이끌 수 있다.

147) , 『 심리학 : C. G. Jung  간심 』( 울: 각, 2002), p.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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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상징을 활용한 술 활동이다.융은 내면 치유의 과정이 무의식의

의식화에 있음을 깨닫고,인간의 무의식이 담긴 상징을 활용한 술 활동

이야말로 무의식을 찰할 수 있는 방법이라 여겼다.융은 실제로 자신의

무의식을 이미지나 만다라로 그리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충동을

그림이라는 술 활동으로 표 했다.분석심리학에서 그림그리기는 무의식

의 내용을 표 하는 것 이외에도 감정 기능을 살리고 무의식의 창조 인

기능을 자극하여 발휘하는 데 의의를 지닌다.148)상징이란 의식 이고 합

리 인 사고를 뛰어 넘어 직 에 의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

에 인간의 진정한 모습을 담아낸다.따라서 술 활동 속에 담겨진 상징성

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은 인간의 내면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다리이

다. 한 결과물에 상 없이 술 활동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무의식을 체

험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에서 내면 치유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도덕 교육에서 상징을 활용한 술 활동은 감상과 창작 활동을 통해 무

의식을 체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문학,회화,음악 등 술가에

의해 제작된 술 작품 속에는 인간 본연의 모습이 상징 으로 담겨져 있

다.이처럼 술 작품을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내면에 있는 무의식

을 체험하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성찰할 수 있다.도덕 교육에서 학생들

의 내면 성찰과 치유,도덕 감정의 계발을 이끌기 해서는 다양한 술

작품을 하고 그 속에 담긴 상징성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한 학생들

의 내면을 이나 그림으로 표 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정서의 안정과 내

면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결과물에 한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면서 자신

의 감정 상태와 무의식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이와 같은 술 활동에

있어서 교사가 주의해야 할 은 술 작품의 감상에 해 학습자의 자유

로운 분 기가 형성되어야 하고,내면 성찰을 해 비가 되어 있지 않은

학습자를 강제로 술 활동에 참여시키거나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술 활동 그 자체가 자기 면의 한 과정이기 때문에 무의식과의 만남이

비되었는지 항상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148)  책, p.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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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극 명상(aktiveImagination)이다.내면의 치유를 해 의식과

무의식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융은 극 명상을 제시했다.명

상은 무의식의 내용이 의식에 떠오를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치유하는 것149)

이라면 극 명상은 무의식에서 올라온 형상에 을 맞추어 그 형상과

화를 하는 것이다.150)명상에는 구에게나 용될 수 있는 일정한 틀이

있지만 극 명상은 철 하게 개인 인 무의식에 집 하는 것이기 때문

에 일정한 틀이 존재하지 않는다.151) 극 명상은 무의식을 단순히 지켜

보는 수동 인 자세가 아니라 무의식과의 극 인 면을 한 작업이다.

따라서 무의식의 비합리성에 자아의식이 휘말리지 않도록 자아가 확고하게

형성되어 있어야 하고,자신의 다른 부분과 화하려는 자아의 극 인

태도가 비되어야 한다.자신의 내면에 있는 다양한 목소리를 기록하면서

의식과 무의식의 연결하는 극 명상은 인간이 스스로를 깨우쳐 가는 자

기 반성의 과정이다.

도덕 교육에서 극 명상을 용할 때에는 학습자가 자신의 내면과 마

주할 비자세를 갖추어 뿐 극 명상의 과정 안에서는 교사의 향

이 미쳐서는 안 된다. 극 명상은 무의식과의 면을 통해서 내면을 치

유하고 자기실 에 도달하기 한 방법으로 개인에 따라 그 과정과 결과는

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따라서 개인 으로 시도해야 할 극 명상은

도덕 교육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진행될 수는 없다.그러나 도덕 교육의

요한 역할은 무의식이 지닌 창조 인 기능과 요성을 이해시키고 무의

식과의 면을 해 자아의식을 강화시키며 자신에 한 성찰과 성숙한 인

격의 실 을 한 비 자세를 갖추도록 하는 것에 있다.

지 까지 살펴본 변증법 화 방법,상징을 활용한 술 활동, 극

명상은 무의식의 의식화를 통해서 내면을 성찰하고 치유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내면 치유는 재의 고통을 제거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모습과 면하여 장 과 단 을 모두 포용함으로써 가능하다.자신

149) John A. Sandford, 심상  역, 앞  책, p.234.

150)  책, p.241.

151) , 『 심리학 : C. G. Jung  간심 』( 울: 각, 2002), p.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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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이해와 반성을 통해 내면을 치유해 간다면 자신의 인격 성숙은 물

론 타인에 한 이해와 공감을 형성하여 자연스럽게 도덕 감정 계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

(2)내면의 치유자로서 도덕 교사의 역할

그 동안 도덕 교사의 역할은 학습자가 도덕규범과 을 실천할 수 있

는 습 을 길러주고,다양한 도덕 문제를 해결하는 도덕 사고력과

단력을 지닐 수 있도록 도덕 지식에 한 문성과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의 활용 능력을 갖추는 것에 있었다.특히 도덕성의 인지 ․정의 ․

행동 측면을 통합한 바람직한 인격의 형성을 해서 도덕 교사는 그

구보다도 도덕 신념을 지니고 도덕 모범으로서의 역할을 지니고 있다.

앞으로의 도덕 교육이 내면 치유와 정신 건강을 도모하여 성숙한 인격으로

의 변화를 이끄는 것이라면 이에 맞춰 내면의 치유자로서 도덕 교사의 역

할이 강조되어야 한다.내면의 치유자로서 도덕 교사는 학습자가 자신의

진정한 모습과 면하고 분화되어 있는 인격을 통합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

어야 한다.내면의 치유자로서 도덕 교사의 역할을 논의하기에 앞서 먼

치유의 의미를 치료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치유는 몸에 나타나는 증상의 진행을 늦추거나 성공 으로 통제하는 작

용의 모든 활동을 뜻하는 치료와 다르다.치료는 문가인 의사를 심으

로 펼쳐지는 수동 과정이기 때문에 환자는 자신의 증상에 극 으로 의

문을 제기하거나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다.따라서 치료의 에서 몸에

나타난 증상은 없애야 하는 질병으로 환자는 의사의 치료방법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존한다.152)그러나 치유는 정서 ․신체 ․ 회복을 방해하

는 모든 부정 인 사고와 생활패턴을 변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태도와 과거의 기억,신념 등을 반 으로 검토하는 극 이고 자기주도

인 과정이다.153)치유는 몸에 나타나는 증상이 어떠한 정보를 담고 있는

152) 승 , 『  피우는 치  심리학』(경 : 침  향 , 2009), p.27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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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그 내용을 살피고 부족한 것을 보완하려고 노력한다.치유의 과정이란

자신의 내면이 지닌 슬픔과 상처를 이해하고 받아들여 자신의 삶이 나아가

야 할 방향을 찾는 것이다.인간은 구나 상처를 지니고 있으며 고통 속

에서 살아간다.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재의 안정

인 삶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인해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고

통이란 불행한 삶을 멈추고 행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신호이다.154)고통

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자신의 내면에 있다.이를 깨달아 삶에 한 의

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곧 치유의 과정이자 융의 자기실 으로 나아가는 길

이다.

내면의 치유자로서 도덕 교사는 인간이 갖는 고통의 의미를 이해하고 학

습자를 정 이고 능동 인 자세로 치유의 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이를

해 도덕 교사는 앞에서 언 한 내면 성찰 교육의 다양한 방법을 문

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융은 항상 무의식의 강렬한 힘을 경고하면서

내면과의 근은 신 하고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내면

치유의 요성을 지나치게 받아들인 나머지 자아가 확고하게 형성되지 않

은 상태에서 어설 게 무의식과의 을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따라서 교사 스스로가 내면 치유를 한 다양한 방법

을 경험하고 충분히 숙지하여 능숙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한다.특히 내면

치유의 방법은 모두에게 같이 용해서는 안 되고,아이들의 상태에 따

라 개별 으로 용해야 한다.

내면 성찰 교육의 방법 변증법 화 방법에 있어서 도덕 교사는

자신의 권 를 버리고 학습자와 동등한 치에서 인간 인간으로서의 만

남으로 근해야 한다.도덕 교사는 학습자가 자유롭게 화에 참여할 수

있는 분 기를 조성하여 학습자 스스로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살피고 삶

의 방향을 악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학생들의 경험,생각,미래

등을 자유롭게 화하는 과정에서 도덕 교사의 충고와 생각이 개입되거나

153)  책, p.279. 

154)  책, p.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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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 교사 스스로가 변증법 화 방법의 효과에 해 불확실한 신념을

갖는다면 이는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따라서 도덕 교사는 그 구보

다도 아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서로의 마음이 만나 화하는 과정 자체

가 성숙한 인격의 변화를 한 과정임을 이해해야 한다.

상징을 통한 술 활동과 극 명상은 무의식을 표 하고 면하는 보

다 극 인 시도이기 때문에 그 만큼 신 하게 근해야 한다.학습자가

자아의식을 확고하게 형성했는지 항상 살펴야 하고,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과정에서 방향을 정해주거나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교사의 권 를 앞세

워 활동 결과에 해 섣불리 해석하지 말고,학습자 스스로가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특히 내면 성찰이란 인간이 평생 수

행해야 할 작업임을 이해하고 스스로 성찰하는 자세가 요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내면의 치유자로서 도덕 교사의 가장 요한 역할은 교사 스스로가 평생

에 걸쳐 자기실 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의사는 그 자신이 고통을

당한 경우에만 효과를 얻는 법이다.상처 입은 자만이 치유할 수 있다.그

러나 의사가 체면(persona)을 갑옷처럼 두르고 있으면 그는 아무런 효과도

얻지 못하게 된다.”155)라는 융의 말처럼 아이들을 치유의 장으로 이끌기

해서는 도덕 교사 자신이 치유의 과정을 경험해야 한다.도덕 교사는 단

순히 학생들에게 도덕 지식을 달하고 도덕 사고력과 단력을 기르

는 문성만을 갖추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도덕 교사는 다른 과목과는

달리 학생들의 내면을 살피고 성숙한 인격을 길러야 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다.이를 해서는 교사 자신이 성숙한 인격을 지니기 해 노력하고 학

습자와 함께 인간의 평생 과제인 자기실 의 길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교

사라는 페르조나에 둘러싸여 자기 자신의 개성을 잃어버리고 스스로의 내

면 치유에 실패한다면 학생들의 내면 성찰을 이끌 수 없다.교사 스스로

가 내면 치유를 통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고자 노력할 때 학생들의 어

려움을 더욱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다.

155) C.G.Jung,  역, 『 억 꿈 사상』( 울: 사, 2007), p.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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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면의 치유자로서 도덕 교사는 학생들과 내면 치유를 함께 체험하는 사

람이다.도덕 교사가 학생보다 우 에 있다고 믿으면 자신의 권 를 앞세

워 아이들의 내면 치유의 과정을 지배하게 된다.내면 치유를 한 도덕

교육은 도덕 교사와 학습자가 서로의 무의식을 표 하면서 미처 알지 못했

던 인격의 부분을 깨닫고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다.도덕 교

사는 학습자의 생각과 느낌을 편견 없이 받아들이면서 개개인의 개성을 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



- 94 -

Ⅴ.결론

연구자는 본 논문에서 분석심리학의 창시자 칼 융이 제시한 인격의 구성

요소와 자기실 의 과정에 해 살펴보고,융의 인격론이 도덕 교육에 어

떻게 용될 수 있는가에 해 고찰해보고자 했다.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우울과 불안 등의 신경증에 시달리며 고통 받고

있다.특히 학업에 한 압박과 가정불화,학교 폭력 등에 시달리는 청소년

들은 정서 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다.이러한 상

황과 맞물려 최근 내면 치유에 한 심이 높아지면서 자기 면을 통해

본연의 자신을 찾고 성숙한 인격으로의 변화를 강조한 융의 인격론이 주목

받고 있다.그 동안의 내면 치유는 과거의 상처를 억압하고 제거하는 데

그쳤기 때문에 고통의 근본 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반면 융의 이론

은 분열된 인격으로 인한 자기와의 괴리를 고통의 원인으로 보고,인격을

통합하여 자신의 모습을 되찾는 것에 을 맞춘다는 에서 진정한 내면

치유의 방법을 제시한다.이는 자율 이고 통합 인 인격 형성을 지향하는

도덕 교육의 목표와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아 융의 인격론이 지닌

다양한 도덕 교육 시사 을 살펴보고자 했다.

융은 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 향을 받고 무의식에 한 연구를 진행

했지만 로이트와의 학문 갈등으로 인해 분석심리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을 창시했다. 로이트는 무의식을 억압된 성 충동에 의한 것으로 보고

과거의 상처를 분석하여 신경증을 치료하려는 인과론 결정론의 입장에

있었다.그러나 융은 무의식을 억압된 성 충동이나 다양한 심리 요인,

는 단순히 잊어버린 것들로 이루어진 개인 무의식과 인간이라면 구

나 보편 으로 지니고 있는 집단 무의식으로 나 어 보았다.융은 집단

무의식이 인간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창조 기능을 지니고 있다는

에서 신경증의 해법을 외부가 아닌 인간의 내면에서 찾았다.융에게 있

어 무의식은 억압되어야 할 부정 인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목표지향성

을 지닌 정 인 것이다.융의 분석심리학은 인간의 심리를 미래를 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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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론 에서 살피고 인간의 내면이 지닌 창조 인 힘을 신뢰함으로

써 그 무엇보다도 인간을 정 으로 바라본 학문이었다.

융은 극성을 인간의 본성에 내재하는 법칙으로 보고 인간의 인격을 의

식과 무의식의 극 계로 제시했다.의식의 심에 있는 자아가 외부세

계와 내면세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면 자아에 포함되지 못한 열등한 내

용은 무의식 속의 그림자로 자리 잡는다.자아와 외부세계를 연결하는 외

인격인 페르조나가 있다면 자아와 내면세계를 연결하는 내 인격인 아

니마․아니무스가 존재한다.이러한 극 인 인격의 구성 요소들이 통합

되지 못하면 인격의 분열로 인해 인간은 신경증에 시달리게 된다.그러나

인간의 내면에는 극의 조 통합 기능을 담당하는 ‘자기(self)’가 있

다.자기를 회복할수록 극 계의 요소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정신의

체성을 실 하게 되고 내면의 고통을 치유할 수 있다.의식과 무의식을

모두 아우르면서 자기에 다가가는 것은 본연의 나를 만나고 자신의 타고난

개성을 발휘하는 것이다.융은 자기실 을 인간의 삶의 목표로 제시하면서

타인이 정해놓은 기 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를 열망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자기실 의 첫 단계는 내면세계와 만나기 이 에

자아의식을 강화하고 페르조나를 형성하는 것이다.융은 무의식의 힘이 강

렬하기 때문에 반드시 자아를 견고하게 만들고 외부세계에 응하는 단계

를 거친 후 신 하게 무의식과 면해야 한다고 보았다.그러나 타인의 기

에 맞추어 페르조나에만 갇 살아간다면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잃어버

리고 자기소외에 이르게 된다.따라서 자신이 지닌 페르조나가 무엇인지

인식하고 자아와 페르조나를 분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내면과의 만남을

시도할 수 있다.

자기실 을 한 두 번째 단계는 그림자를 인식하고 수용하는 것이다.

무의식과의 면에서 가장 먼 하는 그림자는 자신의 부정 이고 열등

한 부분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작업은 결코

쉽지 않다.그러나 그림자와의 면이 두렵다는 이유로 자신의 그림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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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면해 버린다면 타인에 한 투사로 이어져 갈등을 불러일으키거나 그림

자의 힘에 스스로가 휘말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용기와 겸손의 자세

를 바탕으로 그 동안 억압되어 왔던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인식하고 수용했

을 때 우리는 성숙한 인격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림자의 의식화 이후 자기실 과정의 세 번째 단계는 아니마․아니무

스를 인식하는 것이다.남성의 내 인격인 아니마가 공감,배려,섬세한

감정과 같은 여성성을 지닌다면 여성의 내 인격인 아니무스는 단력,

용기,진취성과 같은 남성성을 지닌다.내면의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아니

마․아니무스를 인식하는 일은 그림자의 인식보다 더욱 어렵다.그러나 남

성과 여성이 각각 아니마․아니무스를 의식화하여 자신의 내면으로 통합한

다면 양성성의 조화를 통해 인격을 균형 있게 발 시킬 수 있다.

지 까지의 과정을 모두 거친 후 도달하는 자기실 의 마지막 단계는 자

기와의 면이다.자기실 이란 본래의 자기가 되는 것으로 분화되어 있던

인격의 구성 요소를 통합하고 체정신을 실 하는 것이다.인간은 평생

동안 그 자신의 부인 자기를 완벽하게 인식할 수 없다.하지만 인간이라

면 구나 자기실 의 열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내면에 주의를 기울여

자기에 다가가고자 노력한다면 자신의 진정한 모습과 만나고 체인격을

실 할 수 있다.

의식과 무의식의 균형을 통한 자기실 이 곧 인격 완성이라고 본 융의

인격론은 자율 이고 통합 인 인격 형성을 목표로 하는 도덕 교육과 맞닿

아 있다.융의 인격론이 도덕 교육에 용될 수 있는 방법에 해 살펴본

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인격의 구성 요소를 활용한 도덕 교육을 모색할 수 있다.융이 제

시한 인격의 구성 요소 페르조나는 무의식과의 면에 앞서 청소년기에

바람직하게 형성되어야 한다.도덕 교육에서는 외부 세계와 원만한 계를

맺을 수 있도록 사회에 통용되는 도덕규범을 가르쳐야 하고,사회에서 요

구하는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페르조나 형성에 기여해

야 한다. 한 자아와 내면세계를 연결시키는 아니마․아니무스를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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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남성성과 여성성의 조화를 통해 인 인간을 기르는 양성성 교육을

시도할 수 있다.

둘째,자기실 으로 나아가는 도덕 교육을 생각해볼 수 있다.자기실 이

란 자신의 체인격을 실 하면서 자기에서 나오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

울이는 진정한 윤리 행 에 해당한다. 한 자기실 의 과정 자체는 고

통과 인내를 경험하면서 용기와 결단을 필요로 하는 진정한 도덕 교육의

장(場)이다.한편 자기실 은 타인을 고려하지 않는 개인지상주의를 의미하

지 않는다.자기실 은 자신의 개성을 살리면서도 타인에 한 배려와 공

존을 통한 계 형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도덕 교육이 요시하는 공동체

교육의 가능성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

셋째,내면 치유를 한 도덕 감정 계발 교육을 생각할 수 있다.그 동

안 도덕 교육은 도덕 지식이나 단력과 같은 인지 측면을 강조한 나

머지 정서 ․행동 측면을 소홀히 했다는 비 을 받아 왔다.융의 인격

론은 내면의 성찰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아가 도덕 감정을

계발시킬 수 있다.자기 면을 해 고안된 융의 내면 치유법을 활용하여

도덕 교육에서 내면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도덕 교사가 내면의 치유자로

서 새로운 역할 모델을 담당한다면 청소년들에게 삶에 한 극 이고

정 인 자세를 일깨워주고 통합 인격 형성이라는 도덕 교육의 목표를 실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융의 인격론은 자신의 진정한 개성을 찾는 자기실

의 과정이 인격 완성이라는 도덕 교육의 방향과 부합하기 때문에 다양한

도덕 교육 함의를 지니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융의 인격론을 도덕

교육에 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융의 인격론은 무의식과 같은 비합리 인 측면을 다룬다는 이다.

융의 인격론에 등장하는 그림자,아니마․아니무스 등과 같은 무의식의 요

소들은 경험 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개념과 특징이 다소 모호하

다.이와 같이 신비주의 이고 비합리 인 요소들을 교육 상으로 삼기

에는 많은 어려움과 비 이 따를 수 있다.특히 무의식과의 만남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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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의 이론이 꿈을 분석하거나 주술과 같은 이고 신령한 근을 취하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반감을 가져올 수 있다.따라서 융의 인격론을 도

덕 교육에 용할 때에는 자신의 내면을 살피는 과정에 을 맞추어 신

한 자세로 무의식을 다루어야 한다.

둘째,무의식과의 만남이 년기에 가능하다는 이다.융은 무의식의 힘

이 강렬하기 때문에 성인기 이 에는 자아의 형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보았

다.융의 주장처럼 자기실 의 과정이 성인기 이후에 가능하다면 청소년기

를 상으로 하는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도덕 교육은 무의식과의 만남을 진

행하기 어렵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 교육에서 융의 인격론을 용하려

는 이유는 청소년들을 인간의 삶의 목표인 자기실 의 과정에 참여시키고

내면의 치유를 통해 정 인 삶의 자세를 지니도록 하기 해서다.성인

기 이 의 도덕 교육은 자아의 형성에 도움을 주고 무의식의 요성을 인

식시키는 것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다만 자기실 의 과정이 인생의

반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닫고 도덕 교육의 범 를 학교 교육과정

이상으로 확 해 나가야 한다.

셋째,융의 이론은 선과 악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다는 이다.융은 자기

실 에 이르는 것이 선(善)이라고 보고 도덕 교육에서 말하는 선과 악을

자신의 내면에서 균형 있게 발 시켜야 한다고 보았다.사회 으로 악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림자를 도덕 교육에서 다룬다는 것은 결코 즐

거운 작업이 아니다.그러나 자기실 의 과정을 거치면서 용기와 인내,겸

손의 자세를 받아들이고 자기실 이 곧 인간의 근원 인 양심에 따라 행동

하는 윤리 행 임을 이해한다면 융의 이론이 도덕 의의를 충분히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융의 인격론은 인간의 내면에 자기실 을 향한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다

고 본다.특히 인간의 본질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려는 목

지향성(목 론)에 있다는 융의 주장에서 인간에 한 신뢰와 정 인

을 확인할 수 있다.인간과 체세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유기

계를 형성한다.그러나 오늘날 합리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이성 세계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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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세계를 립시키고 인간 내면의 인격마 분열하게 만들었다.인간

의 고통은 하나로 통합되어야 할 체인격이 흩어지면서 발생한다.융의

자기실 은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분열되어 있는 인격의 극 요소를

조화롭게 발달시키고 그 동안 무의식 속에 갇 있던 자신의 진정한 모습

을 찾는 것이다.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신뢰하고 인격 완성을 통해 자신

의 고유한 모습을 실천하기를 바랐던 융의 이론은 인간다운 인간이 되기

해 통합 인격 형성을 지향한 도덕 교육을 한층 성숙하게 만들어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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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onMoralEducationthroughthe

PersonalityTheorybyC.G.Jung

Kim EunI

DepartmentofEthicsEducation

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This study considers the implications of moraleducation of the

personalitytheorybyJung,emphasizingtheprocessofself-realization

seekingfortrueself.Withtheincreaseofmodernpeoplesufferingfrom

neurosislikedepressionandanxietyafterlosingthedirectionoflife,

today,theinterestintheinnerhealingisalsoincreasing.Especially,as

theadolescentssuffering theinternalwoundsfrom academicstress,

familytrouble,andschoolviolenceareincreasing,itwouldbenecessary

toemphasizemoraleducationwithagoalofthecorrectunderstanding

ofthemselvesand theinnerhealing.Viewing thegap with oneself

causedbythedividedpersonalityasthecauseforpain,Jungargues

thattherealselfshouldbesoughtforbycombiningpersonalityforthe

trueinnerhealing.PayingattentiontothefactthatJung'spersonality

theoryaccordswiththegoalofmoraleducationastheformationof

autonomousand integrated personality,theresearcherhassuggested

thathow itcouldbeappliedtomoral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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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ry to Freud,Jung considered human's unconsciousness is

somethingpositivewiththegoaldirectivityforthefuture,insteadof

somethingnegativethatshouldbesuppressed.Arguingthathuman's

paincanbeovercomebytheunconsciouscreativepowerfrom inside,

Jung showed an infinitetruston human.Therefore,thepersonality

theory by Jung suggeststhattheprocessofself-realization moving

towardthewholenessofthewholepersonalityisthepurposeofevery

human'slife,byrealizingthepossibilityofthepersonalitycomponents.

Thefirststepofself-realizationistoform self-consciousnessand

personabeforefacingunconsciousness.Afterformingself-consciousness

andpersona,theseparationofpersonafrom oneselfshouldbedonefor

thebalancebetween consciousnessandunconsciousness.Thesecond

stepistocognizeandacceptshadows,requiringthebraveandmodest

attitudeacceptingtheirowninferiorparts.Thethirdstepistocognize

animaandanimus.Itisthestepformingthebalancedpersonalitywhen

rationalandreasonablemencognizeanimashowingthedelicatefeeling

ofinside while delicate and emotionalwomen cognize animus like

thinkingandjudgmentofinside.Lastly,thefourthstepistorealizethe

individualitybymeetingwithoneself.Inotherwords,self-realizationis

to balance between consciousness and unconsciousness by putting

effortstobeclosetooneself.

Theresearchersuggestedthemethodsapplicabletomoraleducation

basedontheprocessofself-realizationbyJunglikefollowing.First,it

isthemoraleducationusingthecomposingelementsofpersonality.To

form desirablepersona,themoraleducationshouldteachlearnersmoral

standardsusedinthesociety,andalsohow todesirablyperform their

roles.Also,cognizing anima and animus inside,the androgynous

education harmoniously dealing with masculinity and femininity,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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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ocorrectlyunderstandinggenderrolescanbepracticed.

Second,itisthemoraleducationwiththegoalofself-realization.

Theprocessofself-realizationforming maturepersonalitybyfinding

thetrueselflookssimilartothepersonalityeducationcultivatingdecent

humanbeings.Self-realizationisamoralbehaviorfollowingthesound

oftheinternalconscienceby developing theinternalmoralpotential

withoutrecklesslycopyingmorality.Also,theprocessofexperiencing

continuouspain andpatienceby accepting thetrueselfmeansthat

self-realizationistheplaceformoraleducation.Self-realizationshows

thepossibilityofthecommunityeducationintheaspectofemphasizing

consideration and harmony with others,instead oftheindividualism

onlycaringfortheirowninnersides.

Third,itisthemoralemotiondevelopmenteducationfortheinner

healing.Theprocessofintrospecting andhealing insideby meeting

withthetrueselfcanbeconnectedtothemoralemotiondevelopment

understanding themselves.Themoraleducation can actively usethe

dialecticaldialogicmethod used fortheinnerhealing by Jung,the

artisticactivitiesusingsymbols,andtheactivemeditation.Ashealers

ofinside,ethicsteachersshouldhelplearners'self-realization,letthem

participateintheprocessoftheinnerhealing,andespecially,experience

theprocessofself-realizationtheirown.

ThepersonalitytheorybyJung,emphasizingtherealizationofthe

whole personality through the harmony between consciousness and

unconsciousnessisincontactwiththemoraleducationwiththegoalof

formingtheautonomousandintegratedpersonality.Alsothepersonality

theory by Jung,grabbing attention as the measures forthe inner

healing can complementtheaffectiveaspectofmoraleducation.Of

course,in moraleducation targeting adolescents,itis noteasy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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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lethemeetingwithunconsciousness.However,meetingwiththe

true self based on the harmony between consciousness and

unconsciousnessisthemostbasicwaytohealtheinternalwoundsand

alsothelifelongtaskforhuman.Thus,itisexpectedtomoreactively

seekforthemeasuresformoraleducationthatcanextenditsscopeto

thewholehuman'slifeandalsoleadself-realization.

Keywords:Jung,analyticalpsychology,personality,persona,shadow,

anima·animus,self-realization,innerhealing

StudentNumber:2013-21395


	Ⅰ.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과 범위

	Ⅱ. 융 분석심리학의 이론적 배경
	1. 정신분석학의 기원과 발전 
	1) 정신분석학의 기원
	2)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이론
	3) 신프로이트학파의 정신분석학 계승

	2. 융 분석심리학의 특징과 발전
	1) 프로이트와 융의 관점 비교
	2) 융의 분석심리학 이론
	3) 융 이후의 분석심리학


	Ⅲ. 융의 인격 구성 요소와 발달 단계
	1. 인격의 구성 요소와 특징
	1) 의식과 무의식
	2) 자아와 그림자
	3) 페르조나(외적 인격)와 아니마 · 아니무스(내적 인격)
	4) 전체인격의 중심으로서의 자기

	2. 융의 인격 발달 단계
	1) 자아의식과 페르조나의 형성 및 분화
	2) 그림자의 인식과 수용
	3) 아니마 · 아니무스의 분화 및 통합
	4) 자기 발견의 여정


	Ⅳ. 융 인격론의 도덕 교육적 시사점
	1. 인격의 구성 요소를 활용한 도덕 교육
	1) 바람직한 페르조나 형성을 위한 도덕 교육
	2) 아니마 · 아니무스를 활용한 양성성 교육

	2. 자기실현으로 나아가기 위한 도덕 교육
	1) 통합적 인격 형성을 위한 자기실현 교육
	2) 자아와 타자의 조화를 위한 자기실현 교육

	3. 내면 치유를 위한 도덕적 감정 계발 교육
	1) 자기 대면을 통한 내면적 성찰 교육
	2) 내면의 치유자로서 도덕 교사의 역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