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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1. 서론 

안 신 ••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1939)의 정신분석학은 종교의 기원을 

지나치게 성이론{sexual theory)에 집중시켜 설명했다는 지적을 받으며 심리학적 

환원주의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되어 왔다. 1) 프로이트는 인간이 “자연력을 신으로 

형상화한다"고 주장하며， 종교를 심리적 ‘환상’ (illusion)으로 간주했다. 그에 따르 

면， 신은 자연의 공포를 제거하고 죽음을 감수할 수 있게 해주며， 문명은 욕망을 

억압하며 강요동}는 고통과 박탈을 보상해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2) 다시 랩， 인 

간은 아버지에 대한 동경과 스스로의 나약함에 대한 자아의 인식 때문에 자신의 

* 이 연구는 2008년 경희대학교 연구박사지원에 의한 결과엄 (KHU-20080273). 
**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강사 및 경희대학교 비폭력연구소 연구박사 
1) Robert Segal , “Reductionism in the Study of Religion ," ed. by Thomas Idinopulos 

and Edward Yonan , Religion and Reductionism , (Leiden: E. J. Brill , 1994), 4-14. 
씨갈은 프로이트를 비롯한 사회과학자들의 종교에 대한 해석과 설명이， 종교의 독특 
성을 주장하는 엘리아데를 비롯한 종교주의자들에 의하여 과소평가되어 왔다고 지적 
한다 그에 따르면， 사회과학자뿐만 아니라 종교학자들도 환원적 태도를 피할 수는 
없으며， 종교의 기원과 기능을 설명하는 사회과학자도 종교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종 
교의 의미와 본질을 효과적으로 설명한다고 주장한다. 

2) Sigmund Freud , The Future 0/ Illusion , (1927), 김석희 역， 「환상의 미래」， 『문명 
속의 불만J(서울: 열린 책들， 2003),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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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신을 심리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종교인은 억압된 욕망을 위장해서 실현하기 위하여 종교를 갖게 되었고1 이런 의 

미에서 모든 종교적 교리는 입증할 수 없는 ‘환상’이라는 것이다)) 그는 종교를 

“인류의 보편적인 강박증"(universal neurosis)으로 평가했고， 당시 인간문명이 진 

화하는 발달과정에서 이제 종교를 떠나 과학으로 나가얘}는 중대한 시점에 놓여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종교를 극복되어야 할 심리학적 병리현상으로 간주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의 틀을 유지하면서도1 인간의 발달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종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후기 프로이트주의자가 둥장하는데， 그가 바 

로 에릭 에릭슨(Erik Erikson , 1902-1994)이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에릭슨이 발전시킨 후성학적(epigenetic) 인성발달이론을 종 

교의 역할을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특히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에릭슨이 

어떤 측면에서 종교에 대하여 긍정적인 사회심리학적 자아심리혁"( ego psychology) 

으로 변용시켰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론이 지닌 특정과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 한계를 검토할 것이다. 

먼저 분석에 들어가지 전에 에릭슨의 생애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자4) 에릭 

슨은 젊은 시절 예술가로 활동했고 유럽전역을 여행하며 그 분야의 지식을 쌓다 

개 우연히 알게 된 정신분석학에 심취하게 되어 정신분석학자의 길을 걷게 되었 

다. 그는 독일 나치댐N ational Socialism)의 집권으로 유럽을 떠나 미국에 정착하 

여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독특하게 발전시켜 발달심리학과 자아심리학 분야의 

권위자가 되었다5) 

에릭슨은 1902년 태어나 독일에서 유명한 소아과의사인 유대인 양아버지와 멘 

마크 어머니 사이에서 성장하였다. 그가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의 덴마크인 친 

부는 에릭슨을 엄신한 아내의 곁을 떠났다. 그는 청소년시절 방랑자가 되어 미술 

을 공부하기 위하여 유럽 전역을 수년간 여행했고， 정식으로 미술을 공부하기 위 

3) 프로이트는 종교적 교리의 진위를 가르는 대신에， 종교적 교리가 심리학적 속성에서 
는 환상이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4) Erik Erikson, L따 History and the Historical Moment,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Inc., 1975), 17-47. 에릭슨은 자신의 자서전적 여정을 학문적 관심의 
변화와 함께 기술하고 있다. 그는 스칸디나비아의 혈통을 이어 받아 유년기에 유대 
회당에서 ‘외국인’으로1 학교에서는 ‘유대인’으로 간주되는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했 
다. 이 점에서 에릭슨 자신의 경험이 그의 이론정립에 큰 영향을 끼쳤음이 분명하다. 

5) David M. Wulff, Psychology of Religion: Classic &Contemporary, 2nd ed.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1997), 37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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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다시 독일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는 친구 블로걱Peter Blos)의 초대를 받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위치한 정신분석학 연구소(Vienna Psychoanalytic Institute) 

에서 야동들에게 미술을 가르치게 되었다. 이 연구소는 프로이트깐 아동정신질환 

자들， 프로이트의 동료들， 훈련생들을 위해 설립한 곳이었다. 이러한 인연으로 에 

릭슨은 자연스럽게 6년간 프로이트의 최측근 정신분석기들 밑에서 정신분석학과 

몬데쏘리 교수법을 수학하면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 기초한 자아심리학 이론 

을 발전시켰다 특히 그는 프로이트의 딸， 안나 프로이트~Anna Freud, 1895-1982) 

에게 정신분석을 받을 수 있었다 

에릭슨은 1933년에 나치당이 집권하자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있던 대부분의 유 

대인 정신분석가들처럼 미국으로 이주했다. 그는 미국식 대학교졸업장은 없었지만， 

보스톤시에 있는 유일한 아동분석가로서 하바드 의과대학에서 정신분석학을 교수 

하였다. 이후 예일대와 버클리대 둥 대학교와 연구소에서도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인류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남부다코타주의 수우족(Sioux)과 태평양연안의 유록족 

(Yurok)에 나타나는 이동심리를 연구할 수 있었다. 그는 1950년에 출판된 『아동 

기와 사회.! (Childhood and Society)에서 종교를 포함한 사회의 가치가 개인의 인 

성발달에 주는 영향을 분석했다.6) 이 밖에도 그의 저서에는 마틴 루터의 정체성 

의 혼란을 설명한 『청년 마틴 루터.JJ (Young Martin Luther)와 중년을 맞은 마하트 

마 간디의 인성형성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를 시도한 『간디의 진실.JJ (Gandhi ’s 

Truth) 퉁이 있다. 에릭슨에게 인간은 본질적으로 ‘종교적 인간’(horno rel땅iosus) 

이며， 종교는 인간의 인성이 발달하는 데에 요청되는 필수요소였다. 물론 그가 사 

용한 종교의 개념은 제도화된 기성 종교전통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보다 엄밀하게 

말해서 루돌프 오토(Rudolf Ott이와 미르체아 엘리아데(Mircea Eliade)의 ‘성스러 

움’(Das Heilige)의 개념만큼 포괄적인 함의를 지닌다. 

2. 에력슨의 발달이론과 종교이론 

2. 1. 인성의 기초로서 종교 

에릭슨의 이론에서 종교성은 인성발달의 초석을 이루며 출생 직후부터 바로 발 

6) Erik H. Erikson, Childhood and Society, (1963) , 윤진，검인경 역， r아동기와 사회』 
(서울: 중앙적성출판새 1988). 영어본의 초본은 1950년에 출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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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기 시작한다. 이처럼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종교성은 기초적인 신뢰의 개념으 

로 출발한다. 에릭슨이 발전시킨 인성발달이론의 기초에는 프로이트의 자아이론이 

전제되어 있다 프로이트는 인간이 의식하지 못하는 정신현상을 ‘무의 

식’(unconsciousness)으로 총칭하며， 인간의 정신계를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 

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잠재되어 있으나 의식화될 수 있는 영역을 ‘전의 

식’(preconsciousness)이라 불렀다. 그리고 각 개인 속에는 정신과정을 일관성 있 

게 조직화하는 존재인 ‘자아’(eg이개 본능적인 충동인 ‘ 이드’(ld)와 도덕률인 ‘초 

자아’(superego)와 함께， 정신의 구조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여기서 자아는 결국 

인간을 둘러싼 외부 세계를 포함하여 이드의 충동과 초자아의 억압으로부터 지속 

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그 관계를 조정하여 욕망을 억압하며 일종의 타협된 정체 

성을 유지해 나간다，8) 

프로이트가 이드의 역할에 집중한데 비하여， 에릭슨은 인성발달에서 자아의 중 

심적 역할을 보다 강조하였다. 프로이택럼 과거 유아기의 경험이 인간의 인성을 

평생 동안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에릭슨은 자。까 일생을 통하여 사회적 상호작 

용과 생물학적 성숙을 통해 지속적이며 점진적으로 성장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 

해， 인간 생애에서 전반기의 경험뿐만 아니라 후반기의 경험도 인성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반적으로 인성이 발달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은 

여넓 개의 결정적인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9) 

r @ 노인기[60세이후l (자아통협융절망) • • 、

rcv 성인기[35-60세]: (생성김섭정체) • 

r @ 성인초기[21-34 서]]: (친밀감성고립) • 

r @ 사춘기/청소년기[12-20세]: (정체성읍역할혼란) • 

r @ 잠재기[학령기， 6-11 세]: (근면섭열둥감) • 

r @ 운동남근기[놀이기， 4-5 서]]: (주도성읍죄의식) • 

r (2) 근육항문기[전기아동기， 2-3 세]: (자율성읍수치/의십) • 

φ 구강감각기I유。까， 1 세] : (기본적 신뢰읍불신)← • • • • ←」

7) Sigmund Freud , Das Unbewl껴te， (1915) , 윤희기， 박찬부 역， 「무의식에 관하여J ， 
r정신분석학의 근본개념J (서울 열린 글방， 2003), 155낀 4. 

8) Sigmund Freud , Das /ch und das Es, (1923), 윤희기， 박찬부 역， 「자아와 이드J ， 
r정신분석학의 근본개념J ， 345-414. 

9) Erikson, Childhood and Society, 28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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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제시한 에릭슨의 모델은 단계별로 발달한다는 측면에서 발생학 

(embryology)과 유사하다. 그러나 발생학이 출생 이전 태아의 발달에 주로 관심을 

갖는 데 비하여， 에릭슨의 모텔은 출생 후 자아가 ‘생애 전체를 걸쳐’ 어떻게 발 

달하느냐에 주목한다 개인의 심리학적 성장은 유기체의 발전과 매우 유사하며， 

각각의 유기체는 특정한 성장의 시기가 있듯이 일단 성장한 후에는 기능적 측면 

에서 유기체 전체의 일부가 된다는 것이다 10) 이전 단계의 발달이 다음 단계의 발 

달에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그의 모텔을 “후성학적 원리"( epigenetic principle)를 

따른다고 평가되어 왔다. 프로이트의 발달모텔은 성적 발달의 내적 역동성에 주로 

의존하고 있지만， 에릭슨의 모델은 자아가 외적 환경에 대하여 스스로를 적응해 

가는 과정을 함께 중시한다. 종교는 더 이상 삶의 모호성과 죄의식에 대한 방어기 

제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발달과정에서 사회에 대한 자아의 적응을 둡는 촉매 

제의 역할을 감당한다. 11 ) 

에릭슨의 모댈은 각각의 단계에서 독특한 일종의 위기를 전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출생 후 l 년간 유지되는 구강감각기 혹은 유아기에는 기본적 신뢰와 기본적 

불신의 갈둥 상황 아래 인성이 발단한다. 이때 신생아의 인성은 어머니와 갖는 관 

계의 양보다는 질에 따라 결정되며 확고한 개인적 신뢰감의 정도에 의하여 이 시 

기가 판가름이 난다. 예를 들어 이 시기에 기본적인 신뢰가 결여되거나 부재하게 

되면 이후 성인기에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진다 반면에 건 

강하게 신뢰를 갖게 된 아동은 부모가 하는 일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됨으로써， 박탈감， 분리감， 혹은 버림받았다는 느낌에 대항할 수 있는 

방어기제를 구비하게 된다. 이처럼 어머니로부터 주어지는 경험의 일관성， 지속성， 

그리고 동일감은 가장 기초적인 인간의 자아 정체감인 신뢰를 형성한다~ 12) 

신뢰를 제공하는 부모처럼， 종교도 제도적인 장치를 통하여 신생아에게 믿음을 

제공한다. 에릭슨에 따르면， 

모든 종교들의 공통점은 영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행운을 베푸는 신 

10) Wulff, Psychology of Rel땅ion ， 373 . 
11) J. Forsyth, Psychological Theories of Religion , (Upper Saddle River, NJ : Prentice 

Hall , 2003), 38, 
12) Erikson , Childhood and Society, 285-290. 기본적 신뢰의 부재로 인한 유아기 정신 

분열증， 성인기 우울중의 경우에는 상담자는 신뢰를 형성하는 치료를 통하여 사회적 
상호 관계를 회복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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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Provider 혹은 공급자들 providers]에게 정기적으로 천진스러운 복종을 

하는 것이다. 즉， 사람의 체격을 움츠리거나 겸손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인간의 

왜소함을 보여주고 기도와 찬송에서 잘못한 행동， 잘못된 생각， 그리고 악한 의 

도를 인정하고 하느님의 인도로 내적 통일성을 이루게 해 달라고 간구한다. 그 

러므로 개인적 신뢰감이 하나의 공통적인 신앙이 되어야하고 개인의 불신감은 

공통적으로 형성된 악마가 되어야 한다. [중략] 원시적인 종교들， 모든 신앙에서 

가장 원초적인 충위， 그리고 각 개개인의 종교적 충위에는 어머니의 자궁 

(matrix)에 대항하는 모호한 행위들을 보상하려는， 또 스스로 하는 투쟁의 선함 

과 우주의 친절한 권능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려는 속죄의 노력으로 가득하다~ 13) 

에릭슨에게， 유아기의 어머니를 향한 신뢰는 이후 성장의 과정에서 타자에게 그 

리고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태도로 확대 적용된다. 이렇게 형성된 기본적인 

신뢰가 초월적인 신을 대상으호 삼게 된다면 평생을 통하여 종교적인 신앙으로 

발전하게 된다. 종교현상에 대하여 인간의 반응은 이미 탄생 직후부터 형성된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신뢰가 인성발달의 가장 기초를 이룬다는 점에서 에릭슨의 모 

텔은 종교의 역할에 대한 가치판단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회했음을 극명하게 보 

여준다. 

2.2. 프로이트 모델의 창조적 번형 

에릭슨은 인성발달이론에서 종교의 사회적 측면과 심리적 측면을 동시에 강조 

했다 .. 14) 그에 따르면， 인성은 발달하는 과정에서 역사와 사회의 영향을 지속적으 

로 받는다. 에릭슨의 발달이론의 특정과 주요 덕목을 살펴보기로 하자 15) 

첫 번째 단계인 구강감각기 혹은 유아기는 출생 후 약 I 년간 어머니가 아기를 

수유하는 동안에 진행된다 이때 어머나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기본적 신뢰감을 기 

반으로 유아는 건전한 희망의 덕목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 시기에 불신의 정도가 

심해지면， 가치에 상관없이 모든 것을 무차별적으로 탐식하는 악덕을 갖게 된다. 

유아기에 어머니의 젖을 빼앗기에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형성된 이러한 

13) Erikson , Childhood and Society, 289-290. 필자는 오역된 부분을 수정하여 인용하였 
다. Erik Erikson , Childhood and Society, 2nd ed.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 Inc. 1963), 250-251 참조 

14) Donald Capps, Religious Studies, (M 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 197-199. 
15) Wulff, Psychology 01 Rel땅ion ， 375-381; 박노권， r종교심리학J(대전: 목원대학교 출 

판부， 2001), 26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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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은 이후 발달단계에서 알코올중독이나 일에 대한 지나친 집착 둥으로 나타날 

수 있다. 결국 미래에 대한 희망은 유아기의 어머니와의 경험을 통한 근본적인 신 

뢰에 기초를 둔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가 건전한 환경에서 형성되었을 때， 대상의 

가치를 구별할 수 있는 건전한 불신도 가능케 된다. 따라서 프로이트가 강조한 구 

강적 측면과 함께 에력슨은 유아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감각적 측면도 고려한다. 

둘째로 근육항문기 혹은 전기 아동기는 유아가 항문을 비롯한 근육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시작하는 2-3세에 진행된다. 이 시기에는 유아가 ‘자율성’을 확보하게 되 

고， 동시에 자기조절의 상실감과 외부적인 과잉통제감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수치 

심과 의심’이 생성된다.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근육사용을 반복하며 스스로의 자 

율성을 키워간다. 이 시기에 유아는 배변， 보행， 식λh 언어훈련 둥을 통하여 자신 

의 의지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자율성이 타인에게 인정되지 않고 거부 

될 경우에， 수치심을 느끼고 분노를 내적으로 쌓게 된다. 이 악덕은 신체적 남용， 

언어적 남용， 자신에 대한 남용 동의 형태로 표출된다. 혹은 분노를 억눌러 침묵 

하다가 경우에 따라 갑자기 폭발하기도 한다. 

셋째로， 4-5세의 놀이기 혹은 운동남근기에는 어린이가 자신과 타인의 성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 동성 부모와 자신을 동일시하며 이성부모를 독점하려는 오이디 

프스 콤플렉스(Oedipus complex)를 경험한다. 동성부모와 경쟁관계가 형성되면서 

아동은 ‘주도성’을 추구하며， 과업의 수행과 계획에 대한 독립을 요구한다. 이와 

동시에 주도성을 갖고자 하는 의도에 대한 죄의식을 느끼는 위험성에 노출될 수 

도 있다. 이 시기에는 언어와 행동이 공격적으로 변하며 관계하는 대상은 부모를 

포함한 다른 가족으로까지 관계의 범위가 확대된다 주도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다 

양한 언어와 행위를 시도하는 가운데 적절한 제한 영역이 설정되지 않으면 한없 

는 탐욕이 발생하기도 한다. 

넷째로1 어린이가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다니게 되는 6세부터 12세까지의 학령 

기에는 학교생활을 통하여 체계적인 훈육을 통하여 ‘근면함’을 개발한다. 이전 단 

계의 성적 욕망은 잠복기를 맞게 되며， 어린이는 학업을 통하여 기술의 습득과 완 

수의 기쁨을 알게 되고 보람과 성취감을 경험한다. 그러나 학업관계의 경쟁에서 

다른 어린이들로부터 뒤쳐지게 되면 열등감이 형성된다. 자신의 지위가 또래집단 

안에서 평가 절하되었다는 느낌을 받아 열퉁감의 위기를 맞게 된다. 이처럼 친구 

들과 교사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물질적 소유 혹은 개인적 자질에 대하여 

타자를 부러워하게 된다. 그러나 이 시기에 근면성을 적절히 형성하게 되면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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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덕목을 갖게 되어 자신감을 갖게 되고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다섯째， 12세부터 20까지 진행되는 청소년기에서는 신체의 생리적 변화와 사회 

관계의 복잡화를 경험하면서， 정체성과 역할에 대하여 흔란을 느낀다. 청소년은 

일관성 있는 자아로서 정체성을 추구하게 되는데 사회관계가 가족과 학교를 넘어 

다%댄 형태로 나타남으로써 자신에게 기대되는 역할도 다양한 형태로 요구된다. 

동일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잠재적인 자아들은 거부되어 부정적인 정체성이 생긴 

다. 지。}가 통일화된 자아를 확립하지 못하면 혼란을 경험한다. 에릭슨은 이러한 

정체성과 역할의 혼란을 느끼는 단계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았지만， 자기 자신 

에 대한 중심적 사그l가 과장되게 되면 교만이라는 악덕으로 표출된다. 반면에， 자 

기 자신을 포함해서 타인에게도 진실함을 유지하면 충실이라는 덕목이 형성된다 

2.3. 통합을 향한 지속적인 발달 

에릭슨은 과거지향적인 프로이트의 모델을 현재와 미래를 고려한 모델로 대폭 

수정하였다. 그는 프로이트가 성적 욕망 중심으로 고안한 발달단계에 추가로 사회 

적 환경요인을 고려한 성인초기와 장년기 및 노년기의 단계로 확대하고 보강했 

다 16) 

위에서 소개한 다섯 단계를 통하여 정체성이 형성된 후에， 여섯째 초기 성인기 

는 약 21 세부터 34세까지 지속된다. 이 기간에는 성인이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동반자와 친구들과의 친밀감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친밀한 관계의 형성은 자신 

의 가치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가능할 때 실현된다. 특히， 사랑의 미덕이 발현되 

어 결혼생활을 하게 되기도 하고 직장생활을 통해서도 동료와 상사에 대한 친밀 

한 우정과 유대 관계가 형성되는 동료애가 나타난다. 남성에 비하여， 여성은 동성 

과 이성 모두에 대하여 친밀감을 더 잘 나타내지만， 남성은 이성 관계에서는 친밀 

감을 보이지만 동성 간에는 다소 소원함이 나타난다. 이 기간에 친밀감을 형성하 

는 데에 실패하면， 정체성이 외부와 타인으로부터 고립되어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남과 나누는 과정에서 자신의 영역에 대하여 위협을 느껴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 

기도 한다 그러나 자아를 스스로 상실하는 사랑의 덕목과는 반대로， 통제되지 않 

는 정욕은 성욕， 권력욕， 명예욕 등으로 표출된다. 이러한 고립과 정욕은 나눔의 

16) 프로이트는 인성발달을 다섯 단계로 나누었다.CD 구강기(oral stage: 0-2 세)， (Î) 항문 
기(anal stage: 2-4세)， @ 남근기(pha l li c stage: 4-6세)， @ 잠재기(Iate nt stage: 6-12 
세)， (5) 성기기(genita l stage : 13 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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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으로 극복된다. 

일곱째， 35세부터 60세까지 이르는 성인기에는 생산한 세대를 지도하는 돌봄의 

관심을 갖는 ‘생성감， (generati vity)이 형성된다. 이전의 단계와는 달리， 자아를 넘 

어 타자와 세계를 향하여 의미 있는 봉사를 실천하는 단계이다. 타자는 세계와 환 

경을 포함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일은 이러한 생성감의 표현이다. 그러나 자기연 

민과 세계에 대한 불신은 침체성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짧11서 성인은 다 

음 세대를 위한 마음을 갖기보다는 무관심으로 남을 돌보지 않게 된다. 삶에서 새 

로운 의미를 읽지 못하고 일상의 반복에 지루함을 느끼며 공허함을 경험하기도 

한다 생성감은 생산성과 창조성을 넘어 자신의 지손들을 교육하고 돌보는 것이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 구세대의 신세대에 대한 의존성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러 

한 돌봄의 과정을 통해 인간은 보다 성숙한 사회적 존재가 된다. 에릭슨은 종교를 

포함한 모든 제도와 관습이 생성감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윤리를 성문화하고 있으 

며， 특히 이러한 돌봄의 덕목을 “궁극적 관심”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마지막， 여넓째 노인기는 60세 이후 사망까지의 기간으로1 에릭슨은 이 단계에 

인성은 자아통합\ego integrity)을 추구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자아통합이란 “질 

서와 의미를 찾는 경향’이며 동시에 타인에 대한 사랑이다. 이러한 궁극적 통합 

에 이르게 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반대의 경우엔 다가올 절망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한다. 혹은 인생 자체를 혐오하게 된다~ 17) 노인기는 성숙의 경지로 

서 갈둥이 해결되며 삶을 만족과 감사로 수용한다. 타자에 대한 돌봄을 지나 이전 

세대와 정서적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이 시기에 노인은 유아와 같은 순진성을 회 

복하며 삶을 통해 얻은 지혜로 만인의 공감을 얻게 된다. 통합을 성취하지 못하 

면， 자신의 삶을 회한 속에 증오한다. 이런 경우에 노인은 고독과 원망 가운데 우 

울함을 느낀다 이러한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삶을 초연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요컨대 에릭슨은 프로이트 모텔을 토대로 새로운 발달이론을 발전시켰다. 프로 

이트는 욕망에 기초한 정신분석학을 통하여， 청소년기 이후의 단계들(초기 성인기， 

성인기， 노인기)에 발생하는 정신적인 문제들을 모두 청년기 혹은 그 이전의 경험 

으로 환원하여 설명하였다. 그러나 에릭슨의 모텔은 인성의 형성에서 후반부 인생 

의 변화 가능성을 인정했고 사회적 요인도 생물학적 요인만큼 중시하였다 

17) Erikson , Childhood and Society , 306-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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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릭슨 발달이론의 특징 

에릭슨의 발달이론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경험을 조화롭게 공존시킨다. 

전술한 바와 같이， 프로이트의 주장을 따라 인생의 후반기가 전반기에 형성된 인 

성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에릭슨의 모텔은 후반기에 새롭게 경험 

된 환경적 요인들로 인한 인성의 변용도 함께 고려한다. 그리고 그가 제시한 여넓 

단계들은 단절된 경계도 그렇다고 개인의 인성발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다. 오히 

려， 세대와 세대를 거쳐 지속적으로 순환한다는 점에서， 에릭슨은 개별적인 인성 

의 발달보다는 공동체적 상호영향을 강조하였다 이 점에서 인성의 형성에서 내적 

경험을 중요시했던 프로이트의 입장에서 더 나아가 융이 주장한 ‘집단적 무의 

식’(collective unconsciousness)의 형태를 볼 수 있다. 

씨갈(Robert Segal) 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프로이닫} 일률적으로 종교를 유해 

하다고 판단할 때에， 에릭슨은 종교를 매우 유용한 요소로 평가한다. 그리고 프로 

이트가 종교의 오류를 지적하는 부분에서 에릭슨은 종교의 진실성을 주장한다. 

이러한 점은 에릭슨의 이론이 칼 융의 이론과 유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분 

명한 것은 프로이트의 이론을 반대했던 융과는 달리， 에력슨은 프로이트의 이론을 

근본적으로 유지하고 보완하려 했다는 사실이다，. 18 ) 에릭슨은 의식을 자아 이드1 

초자아로 나눈 프로이트의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자아가 보다 강하며 이드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프로이트에 비하여 자아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에릭슨은 성적인 욕망만큼 의미에 대한 추구를 중요시했고 두 욕망 모 

두 내외적으로 조화롭게 발달해야 한다고 보았다. 

에릭슨의 발달이론은 각 단계별로 두 가지 대립되는 가치의 OJ'극을 상정한다. 

기본적 신뢰， 자율성， 주도성， 근면성， 정체성， 친밀감， 생성성， 통합성이 한 극을 

이루면， 이에 반대되는 극에는 불신， 수치와 의심， 죄책감， 열등감， 정체성/역할혼 

란， 소외， 침체， 절망과 혐오가 자리를 잡는다. 하나는 긍정적인 가치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가치로 제시되지만， 에릭슨은 어느 한 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는 

것은 바랍직하지 않다고 보았다. 양극이 상황에 따라 혹은 문화에 따라 적절하게 

조화되고 통합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예를 들어， 유아기에 대상에 대한 극단적 

인 신뢰만을 갖게 된다면 불신의 위험에 대한 자각 없이 모든 것을 과신하여 실 

18) Robert Segal , “ Erik Erikson: Psychologist or Historian of Religions?" Religion and 
Social Sciences, (Atlanta, GA: Scholars Press, 1989), 6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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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범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불신만을 갖고 있다면， 스스로를 사회로부터 

고립시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것이다， 19) 

에릭슨은 무엇보다도 정체성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기울였다. 프로이트는 한 유 

0까 동성의 부모와 무의식적인 통일화를 하는 과정에서 정체성이 형성된다고 보 

았지만， 에릭슨은 정체성을 한 청소년이 의식적으로 자신을 독특하고 통합된 한 

인간으로 인식하는 사건에서 찾았다. 다시 딸;ß ， 정체성은 단순히 본능의 통제체 

계가 아니라， 사회에 참여하는 가운데 직업이나 역할로서 드러나는 것이다. 종교 

는 이 과정에서 이념을 제공함으로써 자아 정체성의 확립을 돕는다 사회와 우주 

에서 갖는 한 인간의 위치를 설명해 주고 정당화함으로써， 종교는 정체성의 위기 

를 극복하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주장한다. 그는 종교를 욕망을 억 

압하거나 사회로부터 도피하는 기제로 간주하지 않았다 20) 

에릭슨은 인성의 성장을 위한 교육적 측면이 사회심리적 위기에 내재되어 있다 

고 생각했다. 그리고 인간은 지속적으로 환경과 조우하며 의미를 물으며 성장한다 

고 보았다. 생물학적 성숙과 함께 진행되는 다양하게 요구되는 사회적 가치에 대 

하여 개인은 반응과 변용을 계속해 나간다. 사회적 가치는 종교를 비롯한 제도와 

관습 및 문화의 형태로 개인에게 자극을 주며， 인간은 이러한 자극에 적응해 가며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 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체성은 고정되어 있기 보다는 

역통적으로 변화한다，2 1 ) 

에릭슨은 정체성에 대한 자신의 연구를 통하여 인간이 본성적으로 삶 가운데 

의미를 추구하며， 동시에 프로이트의 지적처럼 성적인 욕망을 추구한다는 사실을 

동시에 입증하려 했다. 그는 종교를 정체성의 문제로 환원시켰고， 그러한 환원을 

통하여 신앙으로서 종교와 과학으로서 심리학을 화해시킬 수 있었다. 결국 에릭슨 

은 프로이트의 종교에 대한 성이론 중심의 환원주의적 해석을 얼마간 종교주의적， 

즉 종교전통의 내부자의 관점으로 선회시킨 정신분석학의 개혁자였다. 

19) Donald Capps, L따 Cyc/e Theory and Pastoral Care ,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3), 22 

20) Segal , “ Erik Erikson ," 64 
21 ) 사미자， r종교심리학J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1), 67-79쪽. 사미자의 지적 

처럼， 에릭슨은 종교를 “인간 성숙의 핵심적 구성요소”로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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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에릭슨의 주관성에 대한 이론적 평가: 도구론과 과정론 

미국 캘리포니아대 산타 바바라에서 에릭슨의 고희를 기념하는 학회가 있었다. 

이 모임에서 발표된 논문들22) 가운데， 그의 방법론이 지닌 특정에 대한 논의가 있 

었다. 디티스는 에릭슨의 주관성이 갖는 도구적 의미를 강조했고 월트 캡스는 에 

릭슨의 인성발달이론의 주요 개념들이 과정철학과 긴밀한 연계성을 지닌다는 사실 

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평기들은 에릭슨의 종교심리학에서 연구의 주체로서 그의 

주관성이 갖는 중요성에 주목했을 뿐만 아니라， 연구대상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4.1. 주체와 객체의 만남 디티스의 견해 

예일대 종교심리학자 제임스 디티스(James Dittes)는 종교연구에서 주체로서 연 

구자 자신이 객체로서 연구대상에 대하여 갖는 관계성에 따라서， (1) 불일치의 유 

형(incongruent type) , (Îl 확장의 유형(inflated type), @ 소개의 유형(introductory 

type) , @) 도구의 유형(instrumental type) 둥으로 구분하였다. 이 유형들 가운데 

디티스는 에릭슨의 연구 유형을 도구유형에 위치시켰다，23 ) 

첫째로 ‘불일치의 유형’은 연구의 대상에서 연구자의 개인적 관련성을 철저히 

배제한다. 디티스는 기독교 칼빈주의(Calvinism)의 영향 아래 있는 대부분의 북미 

연구가들이 이 유형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속해 있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칼빈주의는 신에 의하여 창조된 우주의 규칙성을 완전히 신뢰하는 만큼， 인간의 

내적 감정이 지닌 불규칙성을 불신한다 따라서 연구자의 주관성은 연구자의 연구 

와는 무관하며 오히려 연구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유형은 인간 

의 감성에 대하여 비이성적 두려움과 과학에 대한 합리적 철학을 과도하게 대립 

시킨다 

둘째로1 앞의 유형괴는 반대로 ‘확장의 유형’은 연구자의 개인적 관련성이 연구 

대상을 지배하는 유형이다. 전술한 ‘불일치의 유형’에 대한 강한 반동으로 동장한 

22) Donald Capps, Walter H. Capps, and M. Gerald Bradford, ed. Encounter with 
Erikson , (Missoula, MT: Scholars Press, 1977), 343-419. 디티스와 캡스 외에도 시 
카고대학의 레이놀즈(Frank Reynolds)는 분석심리학의 자서전적 연구가 종교학 연구 
의 방법론적 유용성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23) James Dittes, “The Investigator as an lnstrument of Investigation ," ed. by Donald 
Capps, Encounter with Erikson , 347-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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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이는데， 이 유형에서는 주체와 객체를 굳이 구분하지 않는다. 전통적인 

연구방법을 거부하고 대신에 자신의 내면에 대한 역사를 기술한다. 이미 주체와 

객체 사이의 연속성이 전제되어 있으므로 연구자의 주체 자신에 대한 연구가 바 

로 연구대상으로서 세계에 대한 연구와 동일하다고 본다. 디티스는 이 유형에 현 

상학， 실존주의， 역사주의， 독특성(sui generis)을 전제한 연구， 상징적 현실주의 퉁 

이 속한다고 보았다. 이 유형에서는 초연한 연구보다는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며， 

연구자가 시도하는 자율적인 분석을 포기하는 대신에 적극적으로 대상을 경험하도 

록 요구한다. 디티스는 로버트 벨래Robert 8ellah)를 이 유형에 속하는 대표적 연 

구자로간주한다. 

나머지 두 유형은 위의 극단적인 유형 사이에 놓여있는 중립적 유형들이다. 셋 

째로1 ‘쇄의 유형’은 연구자의 개인적 관련성을 실마리로 하여 본격적인 연구대 

상에 도달하는 유형이다. 그가 논의할 연구주제에 이르게 된 배경， 동기， 영향 등 

에 대하여 자서전적인 서문의 형식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의 

관심을 환기시키지만， 정작 연구의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전통적인 불일치방식으로 

주체를 고립시킨 채 연구 대상에 몰입한다. 

넷째로1 ‘도구의 유형’은 연구자의 개인적 관련성이 연구의 본질적인 부분을 형 

성한다. 개인의 주관성이 연구를 지배하거나 연구로 안내하는 소개의 위치에 있기 

보다는， 연구에 본질적인 기여를 한다. 이 유형은 ‘불일치의 유형’이 지닌 “청교도 

적인 초이성적 편견”을 수정하고 ‘확장의 유형’이 노출되는 연구의 “객관성에 대 

한 포기 없이，” 개인적 관련성을 적당하게 연구의 영역으로 수용한다. 디티스는 

도구유형의 대표적 사례로서 에릭슨의 저서들을 포함시킨다. 에릭슨은 자신의 주 

관성과 연구대상의 객관성을 연결시켜 인간 삶의 실체를 분석했기 때문이다 

에릭슨은 그의 저서， 『청년 마틴 루터』와 『간디의 진실』에서 인간의 삶의 주기에 

따른 정체성의 위기와 인성발단이론을 자신의 경험과 식견을 이용하여 설명하였 

다. 전자의 후기(epilogue)에서는 유아기→전기아동기→놀이기→학령기→청소년기의 

단계를 청년 루터가 경험하는 정체성 형성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고，24) 후자의 서 

언(prologue)에서는 본인의 인도경험과 간디의 지인들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종교 

적 인간(homo religiosus)으로서 중년 간디의 인성이 발달하였음을 보여주었다25 ) 

24) Erik Erikson, Young Man Luther, (1958), (London: W. W. Norton & Company , 
1962), 251-267. 

25) Erik Erikson , Gandhi ’'s Truth : On the Origins of Militant Nonvio/ence (London: 
W. W. Norton & Company , 1969), 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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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힌두교인이 경험하는 전통적인 인생주기(학생기antevaSlll→가주기grhastha→ 

임주기vanaprastha→유행기samnyasa)와 자신의 발달이론 사이의 유사점을 강조하 

며， 특히 중년 간디의 경우， 인성에서 생성감이 강화되었고 이웃과 세계를 향한 

돌봄의 덕목을 실천했다고 평가하였다. 

요컨대 디티스의 지적처럼， 에릭슨은 자신의 경험과 주관성을 통하여 연구대상 

으로서 마틴 루터와 마하트마 간디의 정체성의 형성과 이타적인 인성의 발달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이는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인간됨의 보편성이 편재함을 전 

제하고 이해의 과정에서 주체와 객체의 만남을 중시하는 에릭슨의 방법론적 기초 

를 보여준다. 결국 그는 인간으로서 자신의 경험도 그러한 보편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도구가 됨을 잊지 않았다. 

4.2. 통합을 위한 과정: 월터 캡스의 견해 

캘리포니아대의 종교학자 윌터 캡걱Walter Capps)는 에릭슨을 과정철학자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에릭슨의 모텔에서 인성의 발달이 하나의 목표를 지향하고는 

있지만 그 목표를 구체적으로 달성할 수는 없어 보인다. 캡스에 따르면， 에릭슨의 

“목표는 행복이나 쾌락도 아니다. 어떤 인간상도 아니고 이상적인 정황도 아니다. 

개인이나 공동체의 잠재적 가능성의 실현도 아니다，. "26 ) 에릭슨이 판단할 때 인성 

이 궁극적으로 지輔야 할 목표는 통합이다. 이 통합은 죽음과 생명을 동시에 직 

면하는 것이며， 삶의 존재를 확인하고 역사와 사회 안에서 삶의 의미를 원는 것이 

다 이러한 통합은 바로 에릭슨의 발달단계에서 마지막 노인기에 이르러 획득되는 

덕목인 지혜로도 가능하다고 본다. 인성의 다양한 요소들은 종교적 삶을 위한 방 

향성을 결정해 주고 모든 개별단계들은 하나의 통합을 위한 일종의 ‘과정’이다. 

유아기의 기초적 신뢰가 형성되는 단계에서 시작되어 노인기의 통합으로 마감되는 

발달단계는 개인적 차원 너머에 있는 공동제의 차원으로 나아가는 세대 간의 통 

합을 의미한다. 

캡스는 에릭슨의 모렐이 세 가지 전제에 기초한다고 지적하였다. 첫째로1 목표 

(telos)는 심리적 조화이며， 초자。h 자아 이드 사이의 화해이다. 둘째로、 이러한 

목표는 개인의 성장을 통반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성장은 역동적이며 동 

시에 행동을 요구한다. 여기서 조화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과 장소의 구체 

26) Walter Capps, “ Erikson’s Orientation as Process Philosophy ," ed. by Donald 
Capps, Encounter with Erikson , 40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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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좌표 위에 나타나는 전인적인 현상이다)7) 

캡스에 따르면， 프로이트는 신에 대한 인간의 믿음을 심리학적으로 설명하는데 

주된 관심을 기울였지만 에릭슨은 인성의 조화에 보다 큰 강조를 두었다. 프로이 

트는 종교를 초자아의 구성 안에 위치시켜， 종교를 “초자아의 건설적 능력에 의하 

여 야기된 위선과 환상의 산물”로 정의했다. 결국， 프로이트의 종교론은 초자아를 

중심으로 발전해고 에릭슨은 자아의 조절과 통합능력에 대한 종교의 기여를 분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8) 

에릭슨이 분석한 종교적 천재들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종교인들을 조명한 것 

이 아니었다. 루터의 경우 그의 종교적 책무는 내세와 종교공동제의 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문화전반에 대한 변용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었다. 그는 정체성과 통 

합의 형성을 촉진하여 사회문화적 변동기에 영향을 끼친 문화적 개혁자였다. 루터 

는 그의 헌신적 신행보다는 자아와 사회정신의 균형을 이루어나갔다는 점에서 에 

릭슨에게 종교적 천재로서 평가된 것이다. 간디의 경우도 그의 혁명적인 행위에 

연구의 초점이 있었고， 비폭력의 지혜에 대한 평가가 이어졌다. 캡스의 지적처럼， 

이념은 어떤 목표에 유용성을 지닌다. 종교적 인간은 자아와 사회정신 사이에 있 

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통합시킬 수 있는 이념의 유용성을 강화할 수 있는 인물이 

다. 캡스는 이념을 사회조직의 역동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는 점에서 

에릭슨의 통합이론을 베버(Max Weber)와 뒤르챙(Emile Durkheim)의 종교사회학 

의 이론과 유사하다고 주장하였다)9) 이 점에서 에릭슨은 개별자들의 삶뿐만 아니 

라 국가나 공동체도 정체성의 갈둥과 위기를 맞는다고 보았다. 나아가 디티스와 

마찬가지로 캡스도 에릭슨 개인의 발달사가 역사를 해석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고 보았다. “어떤 해석자도 진공상태에서 일하지 않는다"는 그의 지적처럼， 해석 

학적 시도는 결국 연구자 자신에 대한 지식의 확장을 포함하게 된다 30) 

27) Capps, “ Erikson’s Orientation as Process Philosophy ," 415. 
28) Capps, “ Erikson’s Orientation as Process Philosophy ," 402 . 프로이트와 에릭슨과는 

달리， 리프톤{Robert Jay Lifton, 1926-)은 이드 중심으로 종교를 설명하였다. 엘리아 
데의 현대문화비평과 같은 맥락에서 리프톤은 초지아를 상실한 현대인을 “흔자서 여 
러 일을 하는 사람’(protean man)으로 간주하고 상정체계의 변용을 통하여 통합적 
인 의미의 구조를 만들려고 노력한다. 

29) Capps, “ Erikson ’5 Orientation as Process Philosophy," 407; Walter Capps, 
Religious Studies: The Making 01 a Discipline,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 197-199 

30) Capps, “ Erikson’s Orientation as Process Philosophy ,"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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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자아심리학은 인성의 발달과정에 주된 관심을 기울여 온데 비하여， 종교학은 종 

교전통의 본질， 기원， 구조 기능 동을 연구해 왔다. 지금까지 살펴 본 에릭슨의 

자아심리학은 프로이트의 인성발달모텔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면서 동시에 종교가 

지닌 긍정적인 가치와 필연적인 역할을 강조하여 왔다는 점에서 그 방법론적 의 

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인성발달모델도 다른 환원적 종교심리학의 

이론들과 마찬가지로 더욱 논의를 통해 발전시켜야 할 쟁점들을 안고 있다. 

첫째， 에릭슨은 동서양의 차이점을 초월한 보편이론(universal theory)을 추구하 

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서양의 유대·기독교전통의 맥락에서 발전한 심리학 

이론의 틀을 힌두교 문화에서 성장한 간디에게도 적용하는 그의 시도는 문화， 언 

어， 종교 동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간과한 ‘제국주의적’ 시도로 보인다. 에릭슨이 

사용하는 ‘정체성’의 개념도 기존의 주체성연구의 관점에서 평가하면 모호하다 구 

성주의( constructionist) 관점에서의 정체성은 사회제도가 강제한 산물이다. 이 입장 

에서는 사회에 저항할 수 없는 무력한 사람들에게 지배이익에 봉사하도록 강요되 

는 것이다. 한편， 본질주의(essentialist) 관점에서 정체성은 젠더， 인종， 계급， 종교 

에 따라 특정한 범주 혹은 영역으로 고정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자신이 

태어나고 성장한 사회적이며 유전적 기원에서 벗어나기가 좀처럼 힘들다는 것이 

다. 나야기 개인주의(individualist)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정체성은 개인 스스로에 

의하여 창조적으로 만들어진 자아의 이미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요 관 

점들과는 달리 에릭슨이 사용하는 정체성의 개념은 관계적(relational) 성격이 강하 

다. 그러나 사회， 개인， 문화가 지속적으로 상호 영향을 끼치는 가운데 자아가 형 

성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에릭슨은 서양의 개인 중심적 사고에 토대를 둔 자신 

의 정체성이론을 가지고 공동체를 보다 강조하는 정체성의 개념을 지닌 아시아문 

화의 사례들을 너무 무리하게 설명하고 있다)' ) 

둘째， 에릭슨의 모델이 사회적 외부환경에 대한 요소를 강조하고는 있지만， 여 

전히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 지난 특정을 한계로서 지니고 있다. 그의 모텔은 

인성 형성의 근본적인 문제를 여전히 아동기 혹은 유년기에서 찾는 경향이 강하 

다 예를 들어， 가톨릭교회를 개혁했던 루터 사상의 근원을 엄격했던 아버지와의 

31) Kenneth Hoover, The Future olldentity, (Oxford: Lexington Books, 200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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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서 유래되었다고 판단했고32) ， 간디의 비폭력사상을 유아기와 아동기에 있었 

던 부모와의 관계와 연결시켰다)3) 그리고 ‘종교적 인간’이라는 범주를 중심으로 

정신분석학을 적용하고는 있지만 남성이 아닌 여성에 대한 분석에는 젠더에 따른 

차별적인 모텔 혹은 수정된 모델이 필요하다는 점은 간과한다. 이 점에서 자녀의 

교육에 대하여 젠더로서 부모 양자의 비중이 지역마다 문화마다 종교마다 상황마 

다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도 검토해야 할 부분으로 남아 있다. 

셋째， 후성학적 발달이론도 문화적 맥락에 따라 발달주기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 

다. 한국의 경우， 유교의 영향력이 강했던 조선에서 조선인들이 지향했던 인간상 

과 개화기 서구에서 유래한 기독교 전통 아래에서 형성된 새로운 인간상이 동일 

한 모델을 기준으로 분석되고 해석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 점에서 에릭슨이 제 

시한 각 단계별 덕목{희망， 의지， 목표 능력， 충실， 사랑， 돌봄， 지혜)도 그 보편성 

을 확신하긴 어렵다. 인성의 갈둥을 통하여 양극의 적절한 조화라는 것도 (동양사 

상에서는) 이상적으로 들릴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인 과학적 검증의 가능성을 차단 

한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모친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기본적인 신뢰가 

이후 생애의 심리적 건강을 결정적으로 좌우한다는 점에서 프로이트 이론의 결정 

론적 영향과 한계가 남아 있으며， 이동의 부모에 대한 의존성을 지나치게 강조하 

여 자율적인 부분을 간과한 채 피동적인 존재로 해석한다는 점도 지나친 일반화 

로 보인다. 또한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고， 결혼관의 변화로 이흔율 

이 급증하고 출생률이 저하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에릭슨의 모텔도 단계와 적용 

범위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에릭 에릭쉰1902-1994 ), 종교심리학， 발달심리학， 종교， 인성， 정체성， 

지그문트 프로이트.( 1856-1939), 정신분석학 

32) Erikson, Young Martin Luther, 49-97 . 
33) Erikson , Gandhi ’'s Truth , 97-140. 에릭슨은 간디와 그의 부친 사이의 관계를 프로이 

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로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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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E꺼k Erikson ’s Psychology of Religion: 

Theories of Development and Religion 

Ahn, Shin 

Erik Erikson{l 902-1994) transformed Sigmund Freud’s psychoanalysis into a 

developmental psychology of personality and developed the eight stages of 

social-emotional development as follows. 
“‘rι 

(,%..0;,: 
St~OI' p‘v c.ho-‘o~ i~ 、 rí‘ i~ Vi r'hi l'~ .Y.lce 

8 Late Adu1thood Integrity vs. Despair Wisdom Melancho1y I 
7 Adu1thood Generativity vs. Stagnation Care Indifference I 
6 Young Adulthood Intimacy vs. Isolation Love Lust 

Adolescence Identity vs. Identity Confusion Fidelity Pride 
4 School Age Industry vs. Inferiority Competence Envy 
3 Play Age Initiative vs. Guilt Purpose Greed 
2 Early Childhood Autonomy VS. Shame & Doubt Will Anger 

Inf:원~c)' Basic Trust vs . M istrust Hope Gluttony 

Unlike Freud, Erikson emphasized the positive contribution of religion to the 

formation of identity and regarded religion as the foundation of personality. He 

even extended 1ife cycle beyond the adolescence to adulthood and claimed that 

both socia1 environment and sexual desire p1ay role in developing personality 

towards integrity. 

Erikson considered not only the past experience but also the present context 

in the formation of personality, puting ego over id and superego. As 

post-Freudian psychoanalyst Erikson, however, accepted the basic structure of 

self developed by Freud. 

As James Dittes and Walter Capps argued , Erikson’s own experience was 

deeply related to his academ ic creation of developmental mode l. Therefore, we 

should recognize the limitations of his model in terms of culture, gender, and 

religion . 

Key W ords: Erik Erikson( 1902-1994), Psychology of Religion , Developmental 

Psychology, Religion , Personality , Identity, Sigm und 

Freud( 1856-1939), Psychoana1ys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