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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는 대상관계이론이 인성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탐색한 것이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인성교육의 필요성

은 윤리학적인 문제 때문이기보다 왜곡된 대인관계와 미숙한 성격형성의 문제 때문인 것으로 보는 편이 더

정확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개인의 성격형성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대상관계이론의 기본 개념과 원

리를 간략히 살펴보고 그 이론적 개념과 원리가 현재 한국사회의 인성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검토해보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일 것이다. 본 고의 전반부에는 대상관계이론에서의 인간관, 대상관계의 형성과 내면화과정, 대

상관계의 기능과 관련된 이론적 개념과 원리를 제시하였다. 그 후, 후반부에는 인성교육에 주는 시사점으로서

(a ) 인성교육의 지향점이 안정된 대상관계의 형성과 대상에 대한 통합적 관점의 발달로 본다는 점, (b) 인성교

육은 결국 건전한 표상의 형성을 지향한다는 점, (c ) 아동에게는 적절한 좌절경험이 필요하고 그러한 좌절경

험을 제공하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점, (d) 인간관계에 존재하는 중간 대상과 영역은 대상이 상실되었을 때 잘

활용하여 상실로 인한 충격을 완화해야할 뿐 아니라 창의력의 계발에도 활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제시

하고 설명하였다. 본 고의 마지막에는 부모 및 교사에 대한 구체적 양육지침도 간략히 제시하였다.

주요어 :인성교육, 대상관계, 대상관계이론, 성격 형성, 인성교육에 대한 심리학적 관점

Ⅰ. 서 론

교육이란 사람이 바람직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일체의 작용으로서 그 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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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목적은 인간다운 인간의 육성에 있다. 또한 교육은 개인의 모든 영역에서 그 개인에게 잠재

되어 있는 가능성을 최고도로 이끌어내어 그의 자아실현을 돕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교

육목적도 인간다운 인간을 육성하는 전인교육을 지향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인간다운 인간이란

사람다운 품성을 가진 인간을 지칭하고 이는 곧 인격자를 의미한다(정세구, 1997). 그런데, 인간

다운 인간이란 지식이나 기술 외에 성숙한 인격과 품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인성

교육은 교육활동의 중요한 부분이 됨을 부정할 수 없다.

국내외 사회적 상황 역시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20세기 초, 인성교육은 교육

전체의 핵심분야였다. 비록 한때 개인주의 및 다원주의의 팽배로 인성교육이 잠시 약화되는 경향

도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 ① 가정의 쇠퇴와 해체로 인한 아동의 도덕적 진공상태, ②

청소년의 인성측면에 관한 부정적인 통계자료, ③ 객관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회복할 필요성 증가

등의 이유로 인성교육의 새로운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Lickona, 1983). 게다가 1990년대에 들어서

Buchanan(1994)은 개인과 사회의 윤리적 자질을 도덕자본으로 명명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에 의하면 자본축적이나 기술진보, 시장확대 등과 같은 물적인 요인 외에 사회의 정직성, 인내

심, 창의력, 신뢰성, 협동심과 같은 인격적 성숙성을 가늠하는 요소들이 사회를 지탱하고 발전시

키는 핵심적인 자본이다. 따라서 도덕자본이 정치나 경제와 더불어 사회를 지탱해나가는 3대 지

주 중 하나이며 윤리적 기반이 탄탄하지 못하면 어떠한 공동체나 조직도 제대로 존립, 발전할 수

없다(윤건영, 2001).

국내의 상황은 한국사회의 아동 및 청소년, 심지어 성인들에 대한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가중시

키고 있다. 교육열이 높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사회에서 아직도 경쟁과 서열이 중요시되는 분

위기, 집단따돌림이나 학교폭력, 학교 부적응과 중퇴, 가출, 자살, 부모살해와 같은 극단적인 현상

들뿐 아니라 정치·사회 전반적인 부패, 개인적으로는 좌절과 심리적 우울, 불안 등 건전한 인성

과는 거리가 먼 현상들이 사회적으로 팽배한 것을 보면 현재의 교육열은 이와 같은 문제를 경감

하는 것과는 무관하거나, 심지어 이런 문제를 조장할 수도 있는 요인이다. 따라서 교육현장에서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교육활동, 즉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

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성교육은 몇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전통적인 인성교육의 목표는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윤리적 가치를 중심으로 설정되

어 있거나 충분히 행동적인 용어로 기술되어있지 않다. 추상적이거나 윤리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설정된 목표가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교육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이며, 교

육의 효과성을 평가하지 못하면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선택하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인성교육의

목표를 설정할 때 지금보다는 더 교육학이나 심리학에서 제공하는 개념으로 인성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의 달성도 및 방법의 효율성을 평가할 때에도 좀더 교육학이나 심리학 같은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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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인 접근을 도입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방법의 효율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통적인 인성교육의 목표는 현재 한국사회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하

면 전통적인 인성교육에서 지향하는 인간상은 과거 어느 시점에서는 중요했을지 모르나 현 한

국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정할 수 있는 목표로는 너무 추상적이거나 현 한

국사회의 실정과는 큰 괴리가 있다. 김신일 외(2001)에 의하면 전통적인 인성교육은 인성을 윤

리학적 가치를 내포한 개념으로 보고 윤리적으로 이상적인 인간상을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접근방법은 자칫 그 어느 시대에서나 지향하는 궁극적 이

상형의 인간을 양육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다가 현 사회에서 눈앞에 닥친 문제를 초래하는 인

간성의 변화를 꾀하는 일은 다소 소홀히 할 수 있다. 따라서 인성교육의 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최근 한국사회에서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자극하는 사회적 문제의 특성을 파악한 후, 그 특성을

반영하여 인성교육을 설정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최근 한국사회에서 인성교육은 인

(仁) , 의(義) , 예(禮) 와 같은 특성이나 정의(正義) , 인류애(人類愛) , 세계평화(世界平和) 등의

지고한 가치를 추구하는 성인(聖人)을 기르지 못하거나 전후 3차, 4차, 5차 교육과정에서 도덕교

육의 요소로 매우 중요시되던 반공이나 통일안보와 같은 체제적이고 이념적인 가치(윤건영,

2001)의 약화 때문에 필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보다는 청소년 비행, 성인의 범

죄, 집단따돌림, 왜곡된 대인관계, 타인의 입장에 대한 이해능력의 부족,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지

나친 열등감과 좌절로 발생하는 개인 내·외적 갈등과 자기통제능력의 부족, 자아개념의 미형성,

자아통제력의 부재 등의 문제 때문에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

국 개인적으로 통합된 성격의 미 발달과 건전한 관계형성의 실패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

라서, 최근 한국사회에서 필요한 인성교육은 곧 통합된 인격과 건전한 관계형성을 위한 교육으

로 생각한다.

셋째, 방법적인 측면에서 전통적인 인성교육은 이상적 인간상의 기준이나 모델을 제시하는 방

법, 도덕적 가치관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거나 토론을 통해 도덕적 판단력을 증진하는 방법, 또는

강화를 통해 행동변화에만 초점을 두는 방법 등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처럼 인지적이거나 행동적

인 방법만으로는 바람직한 가치관이나 이상적인 인간상의 기준 등을 내면화하기에는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자주 지적되었다. 따라서 인격의 통합이나 건전한 대인관계의 형성과 같은 인성교육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지적이거나 행동적인 측면 외에도 정서적 측면을 동시

에 자극할 수 있는 총체적이고 경험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넷째, 최근 도입되는 경험 및 활동중심의 인성교육은 이론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최근 초·중

등학교에서 도입되는 인성교육은 위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이전보다는 다소 행

동적인 용어로 목표를 진술하고 현 한국사회의 현실을 반영하며 경험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방향

(예: 수련활동)으로 변화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그런 활동들에서 인성교육에서 지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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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변화를 촉진한다는 이론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도입된 교육활동의 이론적인

근거가 부족할 때 그러한 활동들은 하나의 기술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

대상관계이론은 그 이론이 기초하고 있는 인간관, 주요 개념, 인간변화의 원리를 살펴볼 때,

위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인성교육에 대해 하나의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첫

째, 대상관계이론은 건전한 인성을 윤리학적인 가치나 개념으로 설명하기보다는 경험과학적인

개념으로 설명한다. 물론 대상관계이론이 여러 가지 개념들을 행동주의이론에서처럼 구체적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는데 성공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 이론이 심리학적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

에 경험과학적인 접근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인정하고 그러한 접근을 지향하고 있으며, 최소한

그러한 접근에 대해 매우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둘째, 대상관계이론은 인간의 본능적 동

기와 문제의 근원을 관계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을 뿐 아니라 2인 이상이 개입된 관계의 문제를

1인만 개입된 개인 내적 인격의 통합과 같은 맥락에서 설명하는 체계를 제시한다. 따라서 현재

한국사회의 인성교육의 핵심문제를 건전한 관계형성능력의 미흡, 인격적 통합의 실패로 파악할

때, 대상관계이론은 현 한국사회에서 필요한 인성교육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 대상관계이론에서 인격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지식의 전달과 같은 인지적인 접근 이외에

총체적 관계의 경험을 중시하며, 그러한 경험의 결과 형성되는 표상(representation) 역시 인지적

인 속성뿐 아니라 정서적 속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이론에서 제공하는

인간 변화를 꾀하는 원리들은 지식의 전달이나 행동의 변화뿐 아니라 동기나 정서적 측면의 변

화를 함께 꾀하는 이론이다. 따라서 새로운 모습의 인성교육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생

각한다.

본 고는 인성교육의 근간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이론과 관점들 중에서 경험과학적 접근을 지향

하고, 현재 한국사회의 인성교육의 핵심문제인 관계의 왜곡과 통합된 인격형성의 실패를 설명하

는 많은 개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인지 및 행동적인 접근 외에도 정서적인 측면의 접근을 함께

중시하는 대상관계이론이 인성교육에 제공하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는 대상관계이론

이 인성교육의 목적이나 방법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하는데 가장 , 그리고 시대적 맥락과 관련

없이 항상 적합한 이론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한국사회에서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건전한 성격 및 인간관계의 형성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으

며 부모, 교사 및 상담자는 건전한 성격 및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교육의 주요 행위자의 역

할을 한다고 볼 때 본질적으로 인간관계와 성격간의 관련성에 대한 이론인 대상관계이론은 인성

교육의 목적과 방법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대상관계이론이 인성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기 위해 필자는 우선 대상관계이론의 기본적인 전제와 원리, 개념들을 간략히 검

토하고 그 후에 그러한 개념과 원리들로부터 인성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

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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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관계이론의 주요원리

현대 정신역동이론의 한 부류인 대상관계이론에서 핵심적인 개념인 대상(object) 은 원래

Freud의 이론에서 유래하였다. 그러나, 대상 개념이 정신역동이론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나

역할은 Freud 이후 Klein, Fairbairn, Winnicott , Guntrip, Balint , Kernberg 등의 대상관계 이론가

들에 의해 크게 변화해왔고, 결과적으로 Freud의 전통적인 정신분석이론에서 대상의 의미와는 다

른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본 절에서는 대상관계이론이 기초하고 있는 인간관과 그 이론 내에서

대상의 의미 등을 검토하고 그것을 기초로 대상관계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원리들을 소개

하고자 한다.

1) 인간관

인간의 성격형성이나 발달과 관련된 많은 이론들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와 동기에 대해 나름

의 독특한 가정을 가지고 있으며 그 가정을 기초로 이론의 구체적 모습이 만들어진다. 예컨대,

Freud의 정신분석이론에서는 인간의 본능적 욕구와 동기를 성욕과 공격성으로 보고 있으며,

Adler는 힘에 대한 추구, Rogers나 Maslow는 자아실현의 욕구 등을 들고있다. 행동주의이론가들

도 나름대로 인간의 본능적 욕구와 인간행동의 동기에 대한 가정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 가정들

은 인간관이라는 이름 하에 각 이론의 체계가 형성되는데 필요한 기초가 되고 있다.

대상관계이론 역시 인간의 본능적 욕구와 동기에 대해 다른 이론과는 다른 독특한 가정을 하

고 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본능적 욕구와 동기가 있으며, 따

라서 인간에게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하다. 그런데, 대상은 개체가 가지고 있는 다

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대상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일차적이고 본능적인 욕구이며 행동의 동기이기에 필요한 것으로 가정한다.

그런데, 심리학적 개념으로서의 대상(object) 은 Freud로부터 유래하였지만, 대상의 의미나 그

것이 이론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이후 대상관계 이론가들이 대상에 대해 부여했던 위치나 의

미와는 많이 다르다. Freud에게 있어서 대상은 인간의 기본적인 추동(推動)(drive)인 리비도와

공격성을 완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었다. 즉, Freud는 ① 행동은 성적이거나 공격적

인 본능의 만족을 얻기 위해 일어나며, ② 개체는 대상이나 대상과의 관계를 통하여 자신의 일차

적인 욕구, 즉 성적이거나 공격적 본능의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대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

다. 따라서 Freud는 개체의 추동을 만족시키는 수단이 된다면 그것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추동을 만족시키는 한, 우연적이고 언제나 다른 것으로 대치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Rangell, 1985). 이러한 점은 Freud가 성적인 본능의 대상은 우연적이고 대치될 수 있는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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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다고 한 것이나(Freud, 1905), 대상이란 원래 본능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

며, 본능은 변화하지 않은 채 대상만 변화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만, 개체가 만족할

수 있는 본능적 욕구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다 (Freud, 1915)라고 말한 것에서 잘 나타난다. 이처

럼 Freud는 대상은 본능적 욕구의 만족을 위해 필요한 것일 뿐이고 그것이 반드시 특정 대상일

필요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대상관계이론가중 하나인 Fairbairn(1952)은 성적 본능이든 공격성이든 추동이론(drive

theory)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공격성을 인간의 본능적 추동으로 보는 관점을 부정하면서

대상관계이론이 리비도 이론과 공존할 수 없다고 했다(Rangell, 1985). Fairbairn이 대상관계형성

자체를 개체의 본능적 욕구만족과 무관한 인간의 본래적 동기로 가정한 점은 리비도는 대상을

추구하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Fairbairn, 1952)라는 말에 잘 요약되어 있다.

이처럼 넓은 의미의 대상관계이론은 크게 추동이론에 기초한 이론과 관계이론에 기초한 이론

으로 구분된다. Greenberg와 Mitchell(1983)은 정신역동이론을 추동/구조모델(drive/ structure

model)과 관계/구조모델(relational/ structure model)로 구분하기도 했다. 대상을 성욕이나 공격성과

같은 본능적 욕구의 만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간주하는 이론과 대상과의 관계형성을 인간의 일차적

본능으로 간주하는 이론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으며 두 이론 모두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Fairbairn 이후 대상관계이론가들은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을 대상추구(object- seeking) (Fairbairn,

1952), 일차적 사랑(primary love) (Balint, 1965), 자아-관계성(ego- relatedness) (Winnicott, 1965), 개

인적 관계(personal relation) (Guntrip, 1961), 애착(attachment) (Bowlby, 1969) 등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했지만 이들은 모두 대상관계를 형성하려는 욕구를 지칭한다.

Fairbairn 이후 대상관계이론가들은 같은 대상관계이론 내에서도 각자의 이론적 배경이나 그들

이 상담한 내담자의 특성에 따라 독특한 개념과 이론적 체계를 발전시켰다. 예컨대, 유아 초기에

유아와 엄마가 아직 분화되지 않은 상태를 Freud는 일차적 자기애 (primary narcissism)라고 표

현함으로써 리비도가 자신에게 쏠려있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동일한 상태에 대해서 Balint는 일

차적 사랑 (primary love)이라는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리비도가 엄마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Balint는 인간은 ① 대상과 친밀해져서 애착을 형성하려고 하며 분리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성향(ocnophilic)과 ② 자아의 능력을 활용하여 세계를 탐색하고 대상으로부터 독립을 추

구하여, 지나치게 깊은 관계에 빠져버려 헤어 나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성향

(philobatic)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그는 기본적 단층(basic fault ) 라는

개념으로 개체가 언어를 습득하기 전에 경험했던 대상관계의 기본적 장애를 기술하면서 이 장애

는 언어적 기법이나 해석으로는 고쳐질 수 없고 비언어적이면서도 내담자에게 매우 구체적인 상

호작용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Winnicott도 역시 유아초기에 엄마와 유아의 상호작용을 매우 중요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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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내적 대상의 주관적인 경험 사이의 중간에 존재하면서도 현실과 내적 대상 중 그 어느 곳

에도 속하지 않는 대상과 영역을 의미하는 중간대상(transitional object) 과 중간적 공간

(transitional space) 등의 개념과 한 개인의 정서적 발달과 대상관계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환경으로서의 충분히 좋은 엄마(good- enough mother) 라는 개념을 발전시켰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엄마가 이 역할을 잘 하지 못할 때, 유아는 거짓자기(false self)를 형성하게 되며 성격에 문

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하였다(Meissner , 1988).

그밖에 대상과의 관계형성을 강조한 이론가들로 유아의 상상적 측면을 강조한 Melanie Klein,

대상관계의 발달과정을 설명하는데 크게 공헌한 Mahler , 대상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본능 대신에

공격성을 중요한 추동으로 간주하면서도 대상관계이론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었던 Kernberg, 대

상관계이론의 여러 측면 중에서도 자기(self)의 발달에 초점을 맞추었던 Kohut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이 제시하는 개념은 다양하며 그들 나름대로의 독특한 이론체계를 형성하고 있지만, 이들은

모두 대상과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는 것을 인간의 본능적 욕구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 이론들에

의하면 건전한 성격의 형성과 발달은 인간의 관계형성의 욕구가 적절히 만족될 때 가능하며, 성

격의 문제는 그러한 욕구의 불만족이나 잘못된 욕구충족방식에 기인한다.

이처럼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대상관계의 형성으로 보고 성격의 문제를 건전한 대상관계의 미

형성이나 대상관계형성욕구의 잘못된 충족으로 볼 때, 인성교육의 지향점은 기존의 것과 달라질

수 있다. 이를테면 정신분석이론처럼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성욕과 공격성으로 간주하고 성격의

문제를 그러한 욕구의 불만족이나 잘못된 충족방법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때 인성교육은 내적 충

동의 조절과 욕구의 건전한 충족방법의 습득에 그 목표를 둘 것이다. 또한 인간중심이론처럼 인

간의 본능적 욕구를 자아실현으로, 성격의 문제를 진정한 자아와 경험간의 괴리에 기인하는 것으

로 볼 때, 인성교육의 목표는 잠재력을 실현하도록 하는 안정된 환경의 제공에 있을 것이다. 끝으

로 행동주의처럼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쾌자극의 추구로, 성격의 문제를 부적응적 행동에 반복

적으로 주어진 강화자극에 기인한다고 볼 때, 인성교육은 부적응적 행동에 주어지던 강화자극을

긍정적인 행동으로 옮겨 제공하는 것에 목표를 둘 것이다. 그렇다면 대상관계이론에서처럼 대상

과의 관계형성을 인간의 본능적 욕구로 간주하고 성격의 문제를 왜곡된 관계형성에 기인하는 것

으로 볼 때, 인성교육이 지향하는 바는 건전한 대상관계의 형성이 될 것이며, 구체적인 방법은 건

전한 대상관계를 형성하는 방법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2) 대상관계의 형성

대상관계(object relations)에서 대상(object) 이란 주체(subject)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그리고

대상관계란 주체인 한 개인이 특정한 양식으로 대상과 맺는 관계를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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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할 점은 대상관계가 일차적으로 심리내적 구조를 의미하지, 반드시 외부 대상과 맺는 대인관

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런데, 대상관계가 성격의 구조로 정착되는 과정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이 이론이 인성교육에 제공하는 시사점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대상의 개념을 비

롯한 몇 가지 중요한 개념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1) 대상

대상(object)이란 현대 정신역동이론의 문헌에 등장하는 전문적인 용어로서 한마디로 주체가

관련을 맺는 어떤 것 (Clair , 1996)을 의미한다. 초기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사물을 포함하여 욕구

를 충족시키는 모든 것이 대상 개념에 포함되었지만, Fairbairn 이후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인간

에게 가장 중요한 본능적 욕구로 간주되면서 대상은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대상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우선, 대상이 특정한 사람을 지칭한다고 해서 항상 특정

한 사람의 인격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개체는 대상의 특정한 부분이나(예: 젖가슴, 손가

락 등), 특성(예: 좋다, 나쁘다)과도 관계를 형성한다. 둘째, 대상은 외부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어

떤 것만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각 개인은 실제 외부세계에 존재하는 대상 뿐 아니라 내면세계의

타인, 즉 실제 인물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형성된 이미지나 표상(representation)과도 상호작용을

하면서 관계를 형성하는데, 이때 실제 인물에 대한 이미지나 표상이 왜곡되었든 왜곡되지 않았든

무관하다. 셋째, 대상에는 내부 대상도 아니면서, 실재하는 대상도 아닌 중간적 성격을 지닌 대상

도 있다. 이것을 중간대상(transitional object)이라고 하는데, 이처럼 대상이 내포하고 있는 다양

한 의미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 부분대상과 전체대상

한 개인의 심리적 세계에 남아있는 이미지나 표상은 반드시 그가 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주요

타자의 전체(전체대상: whole object)에 대한 것만은 아니며 그 대상의 어떤 특정한 부분(부분대

상: part object)에 대한 표상이 될 수도 있다. 즉, 한 개인의 젖가슴이나 손가락 같은 한 개인의

특정 부분이 개체의 대상이 될 때 그것을 부분대상이라고 한다.

전체대상과 부분대상의 구분이 중요한 까닭은 각 부분대상들(손, 입, 팔)이 전체대상(엄마)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 부분대상을 전체대상으로 통합하여 이해하게 되는

것은 인간의 성격 및 인격발달의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대상의 신체적인 측면만 살펴볼

때, 유아초기에 엄마가 유아를 감싸는 손(good)과 꾸짖는 입(bad)이 서로 분리된 대상으로 이해

한다. 그러나 유아가 성장하면서 갑자기 그 두 부분대상이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엄마라는 전

체대상에 동시에 속해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유아는 혼란에 빠진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이고

그러한 현실을 받아들여서 엄마라는 전체대상은 내게 좋은 자극을 주는 것(good)과 나쁜 자극을

주는 것(bad)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대상이라고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그것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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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전적인 수용과 통합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되며, 그러한 수용과 통합은 성숙한 성격의 중

요한 기준이 된다.

같은 원리를 Klein의 설명방식에 의해 다시 진술하면, 유아의 자아나 지각은 아직 미성숙했기

때문에 한번에 전체 사람을 인식하기보다는 한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유아가

맨 처음 관계를 형성하는 대상은 부분대상이다(Klein, 1936/ 1975; 1959/ 1975). 유아는 자신에게 만

족감을 주는 엄마의 젖가슴과 자신의 잘못된 버릇을 고치려고 훈육하는 엄마의 손을 엄마라는

전체 대상의 일부로 인식하지 못하고 분리(splitting)하여 인식한다. 그러나 유아가 점점 성장하고

발달하면 엄마는 자신에게 만족감을 주는 젖가슴과 좌절감을 주는 손을 모두 동시에 가지고 있

는 전체대상(whole object)이라는 점을 깨닫게 된다. 이처럼 대상이 두 가지 면을 모두 가지고 있

을 수도 있다는 점을 한 개체가 이해했을 때 성숙했다고 한다.

같은 원리가 심리적이고 인격적인 성숙에도 적용되어서 심리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대상을 부

분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좋고 나쁜 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전체대상으로 지각하며, 계

속적으로 좋아야 한다거나 또는 지금까지 나빴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쁠 것이라는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 대상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동시에 모두 가진 통합된 개체로 인식할 때 성

숙했다고 하고, 일부분만을 인식한다든지 전체에 속한 일부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성향, 즉

부분대상의 특성을 전체대상으로 과잉 일반화하는 성향을 보이거나 분리나 흑백논리의 심리적

기제를 극복하지 못했을 때 그러한 개체를 심리적, 성격적으로 미성숙하다고 한다.

(3 ) 외부대상과 내부대상

외부대상(external object)이란 성장 초기나 현재에 주체의 주변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중요한

타자들을 의미한다. 외부대상은 몇 가지 점에서 내부대상(internal object)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

고 있는데, 첫째, 내부대상은 외부대상과 했던 경험의 결과 남은 흔적으로 형성되며, 둘째, 내부대

상은 현재의 외부대상을 선택하는 과정이나 외부대상과의 관계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데 영향

을 미친다. 그러나, 내부대상은 현재의 외부대상에 의해 수정되기도 하는 상호적 관계에 있다.

대상은 반드시 외부의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외부대상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내부대상도 포함

한다. 내부대상이란 한 개인이 성장초기에 자신을 돌본 중요한 사람과의 경험으로부터 형성된 심

리적인 구조의 한 부분으로서 초기관계의 흔적이 남아서 자신의 성격의 일부분으로 남아있는 것

을 의미한다(Scharff & Scharff, 1992).

(4 ) 중간대상과 중간적 현상

나(me) 와 나- 아닌 것(not- me) 의 구분과 그 사이의 공간에 대해서는 많은 철학자나 시인, 예

술가에 의해 인식되고 언급되었지만, 임상가 중에서는 Winnicott이 중간적 현상(transitional

phenomena)과 중간적 공간(transitional space), 또는 중간대상(transitional object)의 중요성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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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으로 강조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Clancier & Kalmanovitch, 1987). 중간대상이란 내부대상

이나 주관적 대상이 아니면서, 그렇다고 단순히 외부에 실재하는 대상도 아니다. 이것은 외부 대

상과 내부 대상의 중간 영역에 위치하면서 유아와 애착관계를 형성한다. 유아는 엄마라는 실재

대상이 없이도 곰 인형, 담요, 이불자락 등이 옆에 있을 때에 심리적 안정을 느끼며 잠을 자는 경

우도 있다. 이러한 대상들은 유아가 습관적이면서도 강하게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곰 인형

이나 담요는 실제로 곰 인형이나 담요로 인식되면서도 그것에 부여된 애착관계로 인해 유아가 독

특한 의미를 부여하고 강한 정서를 느끼는 것이다. 중간적 현상은 중간대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개념이며, 중간적 공간이란 중간적 현상이 일어나는 영역이다. Winnicott에 의

하면 중간적 현상은 4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처음 나타나며, 때에 따라서는 아동 후기까지 계속

될 수 있다. 아이들은 외로운 시간, 잠자는 시간, 심하게 우울해질 때 중간대상이 있어서 애착의

느낌을 가질 필요가 있다(Winnicott , 1971).

(5 ) 표상

심리내적 구조는 표상(representation)이라는 용어로 사용되는데 표상이란 외부세계에 대해 주

체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 이미지로서(Boesky, 1983; Sandler & Rosenblatt , 1962), 주체가 이 세

계를 이해하거나 자신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틀이다. 따라서, 표상은 한 개인의 행동의 의미와 동

기를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Clair , 1996). 표상은 대상관계가 내면화된 것으로서 그것

은 일차적으로 그 개인이 유아기나 성장 초기에 자신의 일차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의존하던

사람과 맺었던 관계의 잔재나 흔적이 남음으로써 발달한다.

개체는 간혹 중간대상과 상호작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외부에 실재하는 세계와

상호작용 한다. 외부세계란 관찰 가능한 영역의 사회적 환경 내에 존재하는 관찰 가능한 대상의

세계이며 일상생활의 세계이다(Clair , 1996). 그러나, 개체가 외부의 대상을 특정한 방식으로 받아

들이고 일단 외부대상에 대한 의미와 이미지를 형성한 후에는 실제 대상과 관계를 형성하거나 반

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 대상의 이미지와 관계를 형성하고 반응한다

(Rangell, 1985). 이처럼, 한 개인이 자신의 내면세계에 외부 대상에 대해 가지게 된 의미와 이미

지, 또는 대상을 받아들이고 소유하는 방식을 표상이라고 한다(Boesky, 1983; Sandler &

Rosenblatt , 1962).

예컨대, 어떤 엄마가 아이를 돌보고 있다면, 외부 대상은 진짜 사람으로서의 엄마를 의미하는

반면, 내부 대상은 아이의 정신세계에 내면화된 엄마의 이미지나 표상을 의미한다(Meissner ,

1980). 이러한 내면적 경험이나 표상은 직접 관찰할 수 없으며, 실제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개체의 경험, 즉 엄마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경험을 표

상하고 아동의 내면적 정신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대상표상이 형성된 후, 개체는 실제 대상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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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맺거나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의 심리 내면에 형성된 대상의 이미지와 관계를 형성

하고 반응한다. 따라서, 표상이란 실제 세상에서 타인으로부터 어떤 반응들이 기대되는지에 대한

이미지라고도 할 수 있다. 이처럼 주체가 중요한 타자와의 경험에 의해 형성된 타인에 대한 이미

지를 타인 표상이라고 하는데, 타인에 대한 표상은 다른 이론체계에서는 내면적 대상 , 환상 속

의 타인(illusory others) , 내면화된 대상(introjects) , 의인화(personifications) , 또는 표상적 세계

(representational world) 등으로 명명되기도 한다.

표상은 타인 대상에 대해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형성된다. 이것을

자기표상이라고 하는데, 자기표상은 발달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신적 표현으로서 이것은 유아

가 환경 속에서 대상이나 주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경험된다. 사실, 유아초기에는 자기와 대상

을 구별할 능력이 없다. 대상은 자기의 한 부분으로 느껴지며 유아는 그들이 우연히 입으로 찾아

빨기 시작하는 그들 자신의 엄지손가락과 엄마의 젖가슴을 구별할 수 없다. 그러다가 유아는 점

점 자기로부터 타인 대상을 구별하기 시작하며 자기와 자기 아닌 것, 그리고 자기 표상(self

representation)과 대상표상(object representation)을 구별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러한 내면적 이미지는 그것이 자기에 관한 것이든 대상에 관한 것이든 개인의 일생에서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잔상을 남긴다는 점이다. 이러한 잔상들은 내면화되어서 이후에 대상과

세상에 대한 태도와 반응, 지각 등에 대한 심리적인 틀을 형성한다(Greenberg & Mitchell, 1983).

앞에서 제시된 개념들은 결국 개인의 표상형성과정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개념들이다. 여기서

표상이란 외부세계에 대해 주체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 이미지로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인 요소

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틀이다. 따라서 대상관계이론에서 인성교육은 결국 건전한 표상을 형성하

게 하는 과정이며 그 표상은 타인과 맺는 관계의 질과 관계의 양식에 의해 좌우된다. 이러한 관

점은 표상의 형성과정에 대한 언급이 없이 단순히 공격성이나 성적욕구로 대표되는 개인의 추동

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정신분석이론, 자아실현의 촉진조건(예: 수용, 공감, 존중)이

어떤 과정을 거쳐 개인의 자아실현을 촉진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인간중심이

론, 또는 내면세계의 형성, 변화과정에 대한 언급이 없이 행동적 변화에만 초점을 맞춘 행동주의

이론과는 사뭇 다르다.

3) 대상관계 형태의 유지와 성격 구조의 형성; 내면화

구조란 심리적 조직체를 비유적으로 설명한 개념인데, Freud는 이러한 구조를 원초아(id), 자아

(ego), 초자아(superego)로 설명하였다. 구조란 가설적인 구성개념이기 때문에 외부의 관찰자에

의해 직접 관찰될 수는 없다. 그러나, 사람들의 행동에서 발견할 수 있는 패턴이나 일관성을 통해

서 심리적 구조의 존재를 가정한다. 전통적인 정신분석이론에서는 충동의 억압이 자아(ego)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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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 그러나, 대상관계이론에서는 심리내적 구조가 형성되기 위해서

는 외부대상(예: 부모, 다른 주요타자)의 영향력이 크다고 한다. 이러한 구조는 개체가 일상생활

에서 주요 타자와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상호작용이나 환경의 특성을 내면적인 규범이나 특성으

로 변환시키는 내면화(internalization)의 결과로 형성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정신분석가들이

충동을 억압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반면 대상관계이론가들은 내면화과정에 더 많은 관

심을 보인다(Clair , 1996).

내면화가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학자들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한다. Freud에 의하

면, 내면화의 일종인 동일시는 외디푸스 콤플렉스를 해결하는 한가지 방식으로 일어난다고 한다.

Fairbairn에 의하면 외부의 대상표상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내면화된다. 첫째, 내면화는 유아의 자

연적인 심리적 현상이다. 둘째, 유아는 환경의 나쁜 점을 자신에게로 받아들이고 내면화함으로써 환

경을 더욱더 자신에게 우호적인 것으로 만든다(Wolitzky & Eagle, 1997). 반면 Kohut (1984)과 같은

대상관계이론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대상의 상실은 주체에게 참기 어려운 경험이고 이때 주체가 선

택할 수 있는 한가지 효율적인 방법은 대상을 자신의 마음속에 내면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

의하면 내면화는 대상의 상실로 인한 좌절에 의해 발달한다고 본다. 종합하면, 대상이 내면화되는

것은 대체로 지나치게 외상적인 충격을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절하게 부정적이고 좌절을 주는 경험

때문에 일어나는 것 같다.

대상관계이론에서 내면화 과정에 대한 설명은 인성교육에서 대상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정도의

상실경험과 좌절이 어떻게 개인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 이점은 인성교육의 실제에

서 교사나 부모가 피교육자들에게 대상의 적절한 상실과 좌절을 경험시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 타

당성을 제공하며 그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4) 대상관계의 기능

유아는 초기에 주변의 중요한 타인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자기표상과 타인표상을 형성한다. 이

러한 표상은 개인의 내면세계에 내면화되고 인간관계와 이 세상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틀을 형

성한다.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틀로서 성숙한 것으로 꼽히는 것 중 하나는 대상의 항존성을 경

험하는 것이다.

대상항존성(object constancy)을 경험한다는 것은 나 자신이 긍정적 속성을 가지고 있든 부정

적 속성을 가지고 있든 그것에 관계없이 대상은 주체를 떠나지 않고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러서

주체에 대해 관심을 보임과 동시에 개별성을 인정하고 있는 상태를 경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는 주체가 자신이나 대상에 대해 분리(splitting)를 극복하고 통합된 전체임을 인식하고 있을

때 경험할 수 있다. 또한 대상항존성이란 대상을 부분대상보다는 전체대상으로 경험하는 것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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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는데, 통합된 것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대상을 통합된 것으로 경험한다는 것은

대상을 좋은 대상 또는 나쁜 대상으로 분리해서 경험하지 않고,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동시에

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경험하여 좋고 나쁜 것에 기준을 두기보다는 대상의 존재를 중

요시여기는 것을 의미한다.

Mahler에 의하면 대상항존성은 내부의 좋은 대상과 관련 있으며 그것은 이전에 지지와 위로,

그리고 사랑을 제공하였던 실제 엄마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동일한 기능을 하는 엄마의 심리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Anna Freud는 대상항존성은 그 사람이 비록 불만족

스러울 때에도 계속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 이라고 보았다(Horner, 1984, 재인용). 그런데,

대상항존성은 엄마가 자녀의 개별성을 인정하고 자녀가 자기 스스로 조절하는(self- regulating) 능력

을 발달시킬 때, 즉 개별성의 인정과 애착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는 기능을 발휘할 때 자녀에게 점진

적으로 내면화되는 것으로 보았다.

3. 인성교육에 대한 시사점

대상관계이론에서 제시하는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살펴볼 때, 대상관계이론은 위의 각 소절

에서 간략히 언급했듯이 인성교육의 방향과 방법에 관하여 기존 이론과는 달리 독특한 시사점들

이 있다. 물론 대상관계이론에서 제시된 원리가 기존의 이론들에서 제시된 원리들을 대치해야 한

다는 것은 아니며, 아래에 제시된 시사점이 대상관계이론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시사점이라는

것은 더욱 아니다. 다만, 성숙한 인격을 갖춘 사람의 모습이나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방법

론에 대하여 기존의 이론을 보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대상관계이론이 인성교육에 제시하는

시사점을 정리해보면 대체로 다섯 가지 정도로 생각해볼 수 있다.

1) 인성교육의 목적에 대한 시사점

우선 대상관계이론은 인성교육에서 지향하는 이상적인 인간형에 대해 윤리적 개념으로 기술하

지 않고 경험과학적인 개념으로 기술한다. 따라서 이상적인 인간형에 대한 윤리학적인 논쟁은 일

단 뒤로 미루고 임상적인 경험에 의해 건강하고 타인과 건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상적인

인간형을 설정하였다. 이처럼 윤리학적 관점에서 경험과학적 관점으로 전환함으로써 인성교육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작업을 용이하게 하거나 최소한 그러한 평가의 필요성을 이전보다 더 강조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대상관계이론에서는 대상(object)을 부분적으로 분리해서 인식하지 않고 전체적이고 통합

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을 성숙한 인간상으로 간주한다. 앞서 대상관계이론에 대한 설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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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언급했듯이 대상을 통합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이나 타인과 대상관계를 형성할 때

분리(splitting) 기제를 사용하여 좋은 점이나 나쁜 점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양자를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 또는 부

분대상의 특성을 전체대상의 특성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전체대상의 일부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나 타인에 대해 모두 좋다 또는 나쁘다로 평가하

거나 부분적으로 좋거나 나쁜 것을 전체 대상에게 일반화하여 평가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실

존하는 통합체로 경험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셋째, 대상항존성 또는 항존적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대상

항존성이란 비록 대상이 불만족스러울 때에도 계속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데 이는 ① 동일한 대상에 대해 사랑과 적개심이라는 두개의 극단적인 감정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능력, ② 특정한 대상에게 감정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능력, 그리고 ③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

는 기능 이외의 특성에 대해 타인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능력 등을 포함한다. 성숙한 성격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인성교육에 대한 기존의 관점, 즉 충동을 통제하는 능력의 제고(정신분석적

관점), 진정한 자아의 발견과 실현(인간중심이론적 관점), 강화체계의 변화를 통한 행동의 수정

(행동주의적 관점), 인지적 신념의 유연성 회복(인지상담이론적 관점) 등과는 다른 독특한 관점을

제시한다.

넷째, 대상관계이론에서는 이론의 특성상 자기에 대한 통합적 수용과 타인에 대한 통합적 수용

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인성의 발달과 관련된 이론 중에서 자신의 개발과 실

현을 강조하는 이론들(예: 인간중심이론)은 자아의 실현을 강조하지만 타인에 대한 배려나 인내,

또는 사회적인 관심에 대해서는 덜 강조하든지, 아니면 자아의 실현이 타인에 대한 실현으로 어

떻게 발전하는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반대로 타인에 대한 배려나 인내, 또는 봉

사를 강조하는 이론들(예: 윤리학적 이론들)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자신의 실현과 관련되는 방식

을 설명하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대상관계이론은 대상의 개념을 자기대상과

타인대상으로 구분하되 그 두 가지 대상과 형성하는 관계방식이 동일한 것으로 설명함으로써 자

신에 대한 수용이나 배려가 타인에 대한 수용이나 배려와 동일한 심리적 역동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자칫 인성발달이론에서 빠지기 쉬운 함정, 즉 자신에 대한 자긍심의 확립 및 통합적

태도의 확립과 타인에 대한 통합적 태도의 확립을 서로 다른 것으로 보는 함정을 극복하고 있다.

2) 인성교육의 내용에 대한 시사점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대상관계이론은 성숙한 관계방식을 형성하는 방법에 관한 이론이다. 그리

고 여기에서 관계할 대상(object)은 자신과 타인을 모두 포함할 뿐 아니라 사물이나 일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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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포함한다. 따라서 대상관계이론에 기초하여 인성교육을 한다고 할 경우 그러한 인성교육에서

다루어질 내용의 영역은 크게 자신과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 타인과 성숙한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 그리고 사물이나 일과 성숙한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 등

을 포함할 것이다. 그런데, 대상관계이론에 의하면 그 대상이 무엇이 되었든 나와 대상 사이에 성

숙한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이나 과정은 동일하다. 즉 건전한 애착관계의 경험, 건강한 개별화, 부

분대상과 전체대상, 또는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 사이의 분리의 극복 등이 핵심적인 부분이다.

따라서 건전한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 분리를 극복하기 위한 내용 등이 포함되

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상관계이론에 의하면 대상관계의 발달은 어떤 지적인 학습만

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보다 자신이 분리기제를 가지고 자신과 타인을 보고 있었

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경험, 자신과 타인을 통합적으로 본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느낄 수 있

는 경험 등이 있어야 자신과 타인에 대한 통합적 태도가 내면화된다. 그만큼 인성교육에 포함될

교육내용은 지적인 내용과 함께 강력한 정서적인 자극을 동반한 경험들이 되어야 하며, 교육내용

을 선정하고 조직할 때에도 그러한 경험을 하게 하는 내용과 방식으로 조직되어야 할 것이다. 따

라서 지적인 학습과 함께 그 내용을 내면화할 수 있는 활동중심의 교육내용들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3) 인성교육의 방법에 대한 시사점

방법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대상관계이론에 기초한 인성교육은 지식의 전달이

나 토론을 통한 판단력의 증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대상관계이론에 기초한 인

성교육은 부모, 교사, 또는 다른 학생을 포함한 변화의 촉진자와 학생 사이에 교육적 관계의 경험

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즉 지식의 전달이나 주입이 아닌 관계의 경험이 교육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주요 방법이 된다.

전통적인 윤리교육에서는 의도적이었든 비의도적이었든 윤리적 지식을 공급함으로써 변화를

꾀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러한 접근은 많은 비판을 받고있다. 한편 행동주의이론에 기초한 인성교

육에서는 특별한 매개체의 개입 없이 직접적인 행동의 변화를 꾀하였다. 또한 인지이론에서는 지

적인 틀을 행동변화의 매개체로 간주하고 있으며 인간중심이론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행동의

변화를 목표로 삼지는 않았지만 외부의 경험이 내면화되는 과정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반면, 대상관계이론에서는 외부의 자극이 행동의 변화까지 가는 과정에 중요한 매개체를 가정하

고 있는데 그것은 표상(representation)이다. 표상이란 앞서 언급했듯이 실제 대상과 관계에 대한

이미지이다. 이것은 주체가 이 세계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식으로서 실제 세계나 대상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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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지만 실제 세계나 대상 그 자체는 아니다. 또한 표상은 적응적으로나 부적응적으로 왜

곡될 수 있으며 이러한 표상은 실제 세계와 대상보다 한 개인의 대상관계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

력이 있다. 이처럼 표상은 행동 그 자체는 아니며, 심리내적인 틀을 의미한다. 그래서 인지이론과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표상은 인지이론에서처럼 단순히 지적인 틀만을 의미하는 것 또한 아니며

정서적인 색조가 함께 묻어있는 틀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상관계이론에 의하면 인성교육자는 주

변환경의 경험이 학생에게 어떤 종류의 표상을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며, 여

러 가지 교육경험들 역시 행동변화보다는 이러한 표상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데, 그러한

경험의 틀은 단순히 지적인 틀의 변화보다는 정서적인 색조를 함께 변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출 필

요가 있다.

또한 대상관계이론에서는 행동주의에서처럼 특정 환경조건이 특정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

지 않는다. 즉 인간변화에서 직선적인 관계보다 순환적인 관계를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이론

은 교육의 행위자가 피교육자의 현실적 조건과 환경보다 그러한 환경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대해

이해하는 절차가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끝으로 자녀의 욕구를 얼마나 만족시키며 얼마나, 그리고 언제, 어떤 목적으로 좌절시킬 것인

가 하는 것은 인성교육에 관심을 가진 많은 부모와 교사들의 관심사일 것이다. 대상관계이론은

자녀의 욕구를 만족시킴으로써 얻는 것과 좌절시킴으로써 얻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중요한 이

론적 근거와 욕구의 만족과 좌절을 통해서 얻는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 기존의 이론과는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우선 윤리학적인 측면에서 좌절의 필요성은 강조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

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간중심이론에서는 좌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

기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인간중심이론에 근거한 인성교육에서는 무조건적인 수용과 공감만이

중시되어 교육행위의 한쪽부분만 강조하고 있다. 대상관계 이론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건강한 애

착관계가 형성된 후의 좌절은 인간의 성장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심지어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수적인 기능을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대상관계이론에 따르면 한 사람의 성장과정에서 욕구의 좌절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 때

문에 필요하다. 첫째, 욕구의 적절한 좌절경험은 자신과 외부세계를 구별하는 능력(현실 검증력)

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 좌절은 주체의 공격성을 자극하며 그 공격성은 대상을 자신으로부터

분리시키고 결과적으로 좌절은 개인에게 내가-아닌 세계(not- me world)의 존재를 가르치는데 도

움이 된다(Winnicott , 1963/ 1965). 이것은 곧 나와 다른 타인의 존재를 인식하는 능력이나 현실 검

증력과도 관련된다. 좌절이 없는 관계는 자신과 외부세계 사이에 분리경험과 개별화 과정을 방해

한다. 좌절을 통한 분리경험과 그에 후속 되는 개별화과정은 자신과 외부세계를 구별하는 능력,

대인관계에서 타인의 존재를 인정하고 타인의 관점에서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 뿐만 아니라 이 세

상이 자신의 욕구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수용하는 능력의 시발점이 된다.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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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외부세계를 구별하는 능력은 성숙한 인격의 기본적 소양이 될 수 있다.

둘째, 욕구의 적절한 좌절경험은 대상의 내면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좌절경험이 없

을 경우 좋은 관계를 형성하던 대상의 내면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인성교육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사회적 가치의 내면화이고 사회적 가치의 내면화는 주로 부모의 가치관을 내면화하는 과

정을 거쳐서 성취됨을 고려할 때, 욕구의 적절한 좌절경험은 사회적 가치의 내면화를 촉진시킨다.

좌절 경험을 통해서 내면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상담관계에서 상담자의 긍정적인 태도나 세계

관, 내담자에 대한 관점 등은 상담관계가 종결되거나 상실될 위험이 있을 때 가장 잘 내면화되는

것(Kohut, 1984)과 유사한 과정을 거친다. 부모·자녀관계에서도 부모의 가치관이 자녀에게 내면

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양질의 애착관계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 양질의 애착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서는 자녀는 좌절을 경험할 때 내면화할 대상을 찾지 못하게 되므로 양질의 애착관계는 좌절경험

의 선행조건이 된다. 그리고 둘째로는 좌절경험이 필요한데, 애착관계만 형성되고 좌절경험이 없을

때 외부의 대상을 내면화할 필요성이 적어져서 부모의 가치관을 내면화하기 어렵게 된다.

셋째, 욕구의 적절한 좌절경험은 주체로 하여금 자신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 지와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인식하도록 돕는다. 이것

은 보호와 좌절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충분히 좋은 엄마의 기능(good- enough mothering)과 밀

접하게 관련된다. 엄마의 보호기능은 젖가슴이나 우윳병 같은 긍정적인 대상을 유아에게 공급함

으로써 그러한 자신이 욕구가 있었고 그러한 대상은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좋은 대상이었

음을 경험하게 한다. 그러나 욕구의 만족이 지연되는 좌절의 경험이 없을 경우에는 자신이 원하

던 것(대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상상하거나 그러한 상상을 내면화하는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된다. 왜냐하면, 욕구가 지연되었을 때 유아는 배고픔이라는 자신의 욕구가 확인되

며, 그런 욕구를 만족시켰던 대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언제 제공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

인 상상과 기대를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상과 기대는 대상표상의 일부분이며, 욕

구의 지연이나 좌절의 경험이 없을 때에는 이러한 표상의 발달이 잘 되지 않는다. 이러한 과정

이 없으면, 즉 아이는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상상하거나

알 수 없으며 실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상이 나타났음에도 그것을 선택할 수 없다(Clair ,

1996, Winnicott , 1945/ 1958).

4) 부모, 교사 및 상담자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

대상관계이론은 부모, 교사 및 상담자의 역할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 이론에 의

하면 이들은 결국 피교육자들에게 중요한 대상이 되도록 노력해야한다. 이들의 역할을 구분해보

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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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자기대상으로서의 교육행위자가 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자기대상이란 피교육자가 신

뢰할 수 있는 또 다른 자아, 그의 행동이라면 믿고 따를 수 있는 자아를 의미하는데, 교육행위자

는 자녀나 학생들에게 자기대상으로서의 기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과 동시에 부모나 교

사는 공감적 민감성을 유지함으로써 피교육자에게 실재감, 통합감, 그리고 긍정적인 자기감정을

촉진시킬 수 있다.

둘째, 정서적으로 기다리고 버텨주는 환경(holding environment)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버텨주

는 환경이란 피교육자가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않았을 때, 그 상황에 대해 일시적으로나마 전적으

로 책임지고, 피교육자가 자신의 내면에서 찾을 수 없는 자아강도를 제공하며 그것을 피교육자가

스스로 찾을 수 있을 때 조금씩 감소시키는 등의 일을 하는 일종의 관리이다. 이러한 환경을 통

해서 피교육자는 자신의 내면에서 심리적인 자아강도를 발달시켜가며 자신과 타인에 대한 통합

을 이룰 수 있게 된다.

셋째, 새로운 대상으로서의 교육행위자가 될 필요가 있다. 대상관계이론에서 성격의 변화는 내

면화된 표상의 변화가 있을 때 일어난다고 본다. 그리고 내면화된 표상의 변화는 새로운 대상과

의 긴밀한 관계를 계속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촉진된다. 따라서 피교육자에게 이미 내면화된 대상

관계가 왜곡되고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 교육행위자는 새로운 모습의 대상으로 제공되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며 그 결과 피교육자에게 내면화되었던 대상관계를 수정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넷째, 부모나 교사가 현실적인 이유(예: 이전, 이별, 사별 등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상실) 때문

에 실제 대상이 되어주지 못했을 때, 중간대상을 활용하는 방법도 동원할 수 있다. 이것은 비록

충분한 애착관계가 형성된 이후에 사용할 수 있고, 또 실제 대상이 없을 때 사용하는 차선책이겠

지만, 어쩔 수 없는 상실이 있을 때, 갑작스럽게 떠나기보다는 중간대상이나 중간적 공간을 활용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실제 대상 역시 표상이라는 상상과 기대 속의 현실로 재해석된 후 행동

의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부모나 교사는 동일시 대상으로서의 교육행위자가 될 필요가 있으며 교정적 정서경험

(corrective emotional experience)을 제공하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다. 피교육자의 인성은 말이나

지식으로 변화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대상의 경험이 필요하되 정서적인 경험이 필요하다.

4. 요약 및 제언

본 고는 대상관계이론이 인성교육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논했다. 이를 위해 필자는 우선 현재

한국 사회의 사회적 맥락을 살펴보고 그러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필요한 인성교육의 목표가 건

전한 성격의 형성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 후 필자는 대상관계이론의 주요 개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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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를 소개하고 그러한 개념과 원리들이 인성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논했다. 이 과정에서 필자는

때로는 정신분석이론, 인간중심이론, 행동주의이론들과 비교했다. 그 후 필자는 대상관계이론이

인성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에 주는 시사점을 간략하게 정리했다.

인성교육의 목적에 대한 시사점으로는 이 이론이 이상적 인간상에 대해 기존의 윤리학적 개념

과 다른 경험과학적 개념을 제공하고 있고, 특히 자신과 타인에 대한 통합적 태도와 건전한 관계

형성이라는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리고 자신 및 타인에 대한 통합적 태도와 건

전한 관계형성이 ① 분리와 ② 부분대상의 일반화 경향을 극복하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대상항존

성을 성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인성교육의 내용에 대한 시사점으로는 대상관계

이론에 근거한 인성교육에서는 건전한 애착관계의 경험, 건강한 개별화, 분리의 극복 등을 도울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러한 내용들은 지적인 통로가 아닌 지적, 정서적, 행동적인

통로를 모두 포함하는 경험적인 통로를 거쳐 전달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끝으로 인성교육의 방법

에 대한 시사점으로는 지식의 전달이나 토론보다는 관계를 경험시키는 방법이 중요하며 그러한

경험이 직접적으로 행동적 결과를 초래하기보다 표상이라는 매개체를 거쳐서 행동의 변화를 꾀

하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피교육자의 표상형성과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했

다. 그리고 인성교육에서 욕구의 좌절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대상관계이론을 빌어 설명

했다.

지금까지 인성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에 대한 대상관계이론의 시사점에 대해 논술했다. 이러한

논의 역시 아직 매우 추상적임을 부정할 수 없다. 물론, 인성교육의 목표를 자신과 타인에 대한

통합적 태도의 형성과 건전한 대인관계의 형성이라고 축소한 점, 그리고 지식보다는 관계의 경

험의 중요성을 지적한 점, 그리고 경험과학적인 방법론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은 중요한 전환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상관계이론에서 제시하는 개념들이

추상적이어서 그러한 개념과 방법이 경험과학적 방법으로 구체화되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길은

아직 멀다. 실제 교육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개념과 인간변화의 방법들이 보다 실제적

으로 재해석되고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상관계이론은 인간의 변화과정에 대해 아주 면밀하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으나, 실

제 그러한 이론을 적용하여 인간을 변화시키려는 노력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임

상적인 자료들 외에 대규모 연구를 통해서 밝히는 노력들이 부족하다. 앞으로 대상관계이론의 교

육현장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그 효과를 밝힘으로써 이론의 임상적 타당성뿐 아니라 교육현장

에서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노력들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의는 몇 가지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기존의 인성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을 새로운 관점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발

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논의는 인성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에 대해 새로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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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을 시도할 때 그 방향성을 제시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현재 이론적인 근거 없이

마구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중심, 활동중심의 인성교육 방법(예: 수련활동)에 대해 이론적

인 근거를 바탕으로 평가해보고 재정리하는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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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lications of Object Relations Theory for Character
Education in Korea

Kim, Cha ng-Da i*2)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implications of object relations theory for

character education in Korea. Traditionally, character education in Korea tends to deal with

ethical issues such as virtue, righteousness, and courtesy. However, this approach seems to be

ineffective to solve social problems such as juvenile delinquency, interpersonal conflict in social

setting and/ or social crime in Korea. This paper argues that the purpose of character

education in Korea should be changed from teaching ethical virtues to developing healthy

persona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bject relation theory is one of the most influential

theories of personality development and change in mental health industry. Thus this paper

attempts to explore some implications of object relations theory for character education. The

implications found were as follows; (a) Object relation theory seems to have different view

from traditional views about the goals of character education, that is helping people have

stable/ integrative object relations and experience object constancy. (b) The theory seems to

emphasize development of emotional aspects as well as cognitive and/ or behavioral change.

Thus, this theory proposes that the character education should be the education of

representation. (c) This theory seems to provide us with some rationales about why sometimes

children need to experience frustrations of their needs to be mature and how we can make

use of those frustrating experiences. (d) This theory values the roles of transitional object as

well as transitional phenomena. A short list of guidelines for parents and teachers is provided.

Key Wor ds : char ac t er educat i on, obj ec t r e l at ions , obj ec t r e l at ions t heor y, per s

deve lopment , psychol ogica l per spec t i ve of char ac t er educat 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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