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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지능이 영재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김 진 영

서울여자대학교 아동학전공
본 연구의 목적은 정서지능이 영재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기 자료에 대한 심리학적인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로버트 오펜하이머와 닐스 보어의 정서
지능 방어기제 그리고 적응적 행동지표를 조사하였다 정서지능에 대한 평가는
및
가 제시한 이론적 모델에 기초하여 정서지능의 네 가지 구성요소 별로 진행되었다 방어 기
제는
의 방어 기능 척도를 사용하여 분석되었으며 적응적 행동지표에 대한 분석에서는
의 모델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 영재들의 정서지능 수준은 그들의 정신건강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영재교육에서 정서지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도입하
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논의되었다
주요어：정서지능, 영재, 정신건강, 방어기제, 적응적 행동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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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성
이 심리․사회적인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는 심리학을 포함한 인류
의 문명사에서 강렬한 지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킨 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영재성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영역에서 특별히 높은 지능 혹은 기술을 가지고 있
는것
으로 정의된다
가 비범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일반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리적인 혼란을
더 많이 나타낸다고 주장한 이후로 오늘날까지 이 주제에 관한 논쟁이 계속되어 왔다
(giftedness)

(Prentky, 1989).

(Gag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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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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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mbroso(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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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inson,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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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성과 정신건강
영재성과 적응적 취약성
는 지능지수 가 이 넘는 아동들이 일반 아동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서와
대인관계 면에서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주장하였다 그녀에 따르면 그들이 이처럼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원인은 그들이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대인관계에서 독특한 경험을 할 뿐
만 아니라 정서적인 성숙을 채 이루기도 전에 고차원적인 문제의식에 사로잡히게 되기 때문이다 그
녀는 이러한 관점에서 최적 수준의 지능
이라는 개념을 제안하였다 최적 수준의
지능 이론
에서는 가 에서 사이에 속하는 영재들이 그보다 더 높은 지능
을 가지고 있는 영재들보다 사회적으로 적응하는 데 더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최적 수준의 지
능 이론은 많은 후속 연구들
에 의해 지지되었다
와
에 따르면 지적인 능력 면에서 상위의 극단에 속하는 영재들이 심리적인 어
려움을 나타낼 가능성은 일반 아동들보다 약 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 때문에 지적으
로 상위의 극단에 속하는 영재들은 자신의 재능을 숨기려 노력하기도 하며 이러한 경향성은 영재 소
년들에 비해 영재 소녀들에게서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인다
및
은 미술과 음악 그리고 운동 등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
이는 십대들도 학문적인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영재들과 마찬가지로 또래와의 관계에서 어려움
을 겪는다고 보고하였다
등 은 이러한 십대들이 또래들과 어울리기 보다는 혼
자 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있으며 전반적인 기분의 측면에서 또래들보다 더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경
험한다고 지적하였다
등 은 재능 있는 십대들이 이처럼 고독하게 지내는 이유
가 그들이 또래들에 비해 내적으로 더 풍요로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재능을 발전시키는 데 그러한
과정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는 재능 있는 십대들이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재능을 갖고 있는 친구를 발견하기가 어려운 점도 그들이 고독해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Hollingworth(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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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kszentmihalyi, Rathunde

Whalen(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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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ikszentmihalyi

(1993)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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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성과 적응적 우월성
이러한 입장과는 대조적으로 영재성 자체가 사회적인 부적응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연구들도 존재한다
그러한 연구들 중 대표적인 예로는
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의 연구에서 주요한 목표 중
하나는 영재 아동들이 정서적인 문제를 일으키거나 사회적인 부적응을 보인다는 상식적인 믿음을 반
박하는 것이었다
의 연구에서 명 이상의 영재 아동을 선발한 후 종단적인
추적 조사를 한 결과 영재 아동들은 일반 아동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서 및 사회적인 문제를 더 적
,

(Garland & Zigler, 1999).

Terman(1925-1959)

(Norman, Ramsay, Martray, & Roberts, 1999). Terman

(Winner, 2000). Te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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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지능이 영재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의 연구 결과는 후속 연구자들 윤초희 윤여홍 김홍원

. Terman

(

,

,

, 2004;

Feldman, 1984; Freeman, 1979, 2001; Gallucci, Middleton, & Kline, 1999; Grossberg & Cornell, 1988;
Neihart, 1999; Neihart, Reis, Robinson, & Moon, 2002; Reis & Renzulli, 2004; Richards, Encel, &

에 의해서도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
의 연구 결과에 대한 반론들에서는 주로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
능성이 있는 표집 오류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는
연구의 경우 연구대상자
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영재들 중 적응 상의 문제를 나타내는 집
단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
에 따르면
의 결과를 지
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도 주로 학교에 적응을 잘 하고 있거나 학업 성취가 뛰어난 학생들
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들이 정서적인 문제를 적게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Shute, 2003)

.

Terman

. Winner(2000)

.

Terman

Whitmore(1980)

, Terman

.

영재들의 적응 문제에 대한 재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지적으로 상위의 극단에 속하는 영재들이 적응 상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지 여부에 관한 연구 결과들은 찬반으로 양분된 상태에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양 쪽 모두 많은 이론적․경험적 지지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이상 어느 한 쪽 관점만이 절대적
으로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양자 모두가 현실의 일부를
반영하고 있다고 파악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인 태도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에서는 영재
들이 적응 상의 어려움을 겪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물음보다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영재도 존재한다면 그 둘 간의 차이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물음이 보다 더 의미 있
는 연구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러한 물음에 답하는 과정에서 적응적으로 평가된
영재들이 그들의 창조적인 재능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영재
들이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수 있다면 더욱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정서지능
이 창조적인 생산성과 심리적인 장애에 대
한 중재 변인
의 역할을 한다고 제안한
및
의연
구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중재변인이란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효과의 방향
이나 강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의미한다
정서지능이 정서가가 실린 정보들
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문제해결과 같은 인지적인 활동에서 그러한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며
당면한 문제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능력
으로 정의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등 의 경험적인 증거는 이론적으로도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등 의 연구는 영재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영
재집단으로 일반화하는 데는 제약이 따를 수 있다
,

.

,

.

.

,

.

.

(Emotional Intelligence)

(moderator variable)

Guastello, Guastello

Hanson(2004)

.

(Baron & Kenny, 1986).

“

”(Salovey et al., 2002, p. 159)

, Guastello

(2004)

Guastello

.

(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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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들의 정서지능과 심리 사회적 적응
-

와
가 정서지능의 개념을 제안한 이래로 지금까지 정서지능이 높은 영재들과
정서지능이 낮은 영재들의 사회적 적응에서의 차이를 직접 비교하는 연구는 국내의 경우 아직 보고
된 바 없고 해외의 경우에도 단지 두 편
만이 보고
되었을 정도로 연구가 미진한 상태이다 게다가 현재까지 진행된 두 편의 연구들마저 서로 상반된 결
과를 보고하고 있다
Salovey

Mayer(1990)

,

(Mayer et al., 2001; Woitaszewski & Aalsma, 2004)

.

.

선행연구들이 주는 시사점
와
는 영재 청소년들이 사회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것과 정서지능
수준은 서로 독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등 은 정서지능이 높은 영
재들이 정서지능이 낮은 영재들보다 사회적인 압력에 대한 저항 능력과 정서적인 정보를 적응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면에서 더 뛰어난 수행을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두 가지 연구가 모순 되는
결과를 도출하게 된 원인으로는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영재들의 사회적인 적응 수준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두 연구는 서로 다른 분석방법을 사용했
다는 점이다
와
의 연구에서는 영재 청소년들이 대인관계와 사회적인 스트
레스에 관한 자기 보고식 검사에 응답한 내용에 기초하여 분석을 진행한 반면에
등 의
연구에서는 영재 청소년들에게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지를 질문한 후 그들의 응답
내용을 연구자들이 평가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와
의 연구에서
는 정서지능이 높은 영재들이 자신의 사회적인 적응 수준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것과 정서지능이 낮은
영재들이 자신의 사회적인 적응 수준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내용이 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는 점을 보
증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등 에 따르면 정서지능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의
정서적 상태를 지각하는 능력 역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두 선행 연구 모두 횡단적인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영재들의 정서지능이 청소
년 시기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것이라는 점이다 비록 청소년기가 인생의 다른 시기에 비해
더 특별히 고통스럽거나 위태로운 시기는 아닐 지라도
청소년기는 일종의 심리적인
유예기
로서 심리적인 성숙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
에 정서지능이 심리․사회적인 적응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력도 아직 완전히 발휘되지 않았
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두 선행 연구에서 영재들의 정서지능이 사회적인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수렴적인 결과를 나타내지 못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점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환
경에 대한 지배력 및 자율성과 관계된 만족도의 경우 그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인다
정의상 정서지능이 이러한 지표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영재들의 정서지능이 사회적인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도 심리적인 성숙이 진행됨에 따라 증폭될 가능
Woitaszewski

Aalsma(2004)

.

Mayer

(2001)

.

.

,

. Woitaszewski

Aalsma(2004)

, Mayer

. Woitaszewski

. Salovey

(2002)

(2001)

Aalsma(2004)

,

.

,

(cross-sectional)

.

(Vaillant, 1997),

(the moratorium; Erikson, 1950)

,

.

.

(Cantril, 1965)

(Ryff, 1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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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재들의 정서지능이 사회적인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 연구 결과들을 검토해 본
결과 다음의 두 가지 시사점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정서지능
이 높은 영재들과 정서지능이 낮은 영재들을 비교할 때 전적으로 자기보고 내용에만 의존할 경
우에는 사후에 해석적 타당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 및 동료의 평가 그리고 관
찰자의 기록 등을 함께 조사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영재들의 정서지능이 심리․사회적인 적
응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심리적인 성숙에 따른 변화 과정을 함께 추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

,

.

.

,

,

.

전기 자료를 활용한 정서지능의 평가
영재들의 정서지능이 심리적인 성숙 과정에서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를 연구하는 방법으
로는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의 연구에서처럼 영재 아동 혹은 청소년들을
선발한 후 그들에 대한 장기 추수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영재로 공인받은 역사적
인 인물들의 전기 자료에 대한 심리학적인 분석
을 진행하는 것이다
전기 자료에 대한 심리학적인 분석 방법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 중 하나는 해당 인물에 관한 다
양한 기록과 더불어 여러 관찰자가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본 풍부한 자료를 담고 있다는 점이다 하
지만
에 따르면 비범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연구에서 그들의 전기를 심리
학적으로 분석할 경우에는 편파 가 발생할 수 있다 그는 일반적으로 창조적인 천재들에 대한
전기 자료는 상대적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기행이나 병리적인 면들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고 주장하였다 장기 추수적인 연구의 장점 중 하나는 계획된 절차에 의해 타당성을 검증 받을 수
있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그러한 연구는 상당한 노력과 비용 그
리고 시간을 투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인물들만큼 풍부한 전기 자료를 모으기 힘들다는
단점도 함께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 연구 형태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만약 일반인과 영재의 심리적 특성에서의 차이를 연구할 때 전적으로 전기 자료에만 의지해서 분
석을 진행한다면
가 지적한 방법론상의 약점은 치명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연구 과정에서 영재들의 기행적인 특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각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연구
에서처럼 정서지능이 높은 영재와 정서지능이 낮은 영재를 비교하는 경우에는 영재들 내에서의 비교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편파의 영향력이 반드시 결정적인 약점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영재들끼리 비교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편파의 효과가 상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런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영재로 공인받은 역사적인 인물들의 전기 자료에 대한 심리학적인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정서지능이 높은 영재와 정서지능이 낮은 영재가 정신건강의 측면에서 어떤 차이를 보
이는 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

Terman

,

.

(psycho-biographical analysis)

.

.

Rothenberg(1995)

,

(bias)

.

.

.

,

.

.

,

, Rothenberg(1995)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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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영재들에 대한 정서지능의 평가
지금까지 역사적인 인물들에 대한 정서지능을 분석하는 연구가 활성화되지 못한 주요한 이유 중 하
나로 그들을 대상으로 정서지능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부재했던 점을 들 수 있다 정서지능을 효과
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가 개발되어 있지만 이 검사를 역사적인 인물들에 대한 연구에서 활용하기
는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등 이 제안한 정서지능 모델에 기
초하여 역사적인 인물들에 대한 정서지능을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고안하였다
.

Mayer-Salovey-Caruso Emotional Intelligence Test(MSCEIT; Mayer,

Salovey, & Caruso, 2002)
.

Salovey

(2002)

.

표 1. 정서지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
수준
평가 기준
정신과적인 문제를 보이는 것
사회적인 부적응을 보이는 것
신경증적인 문제를 보이는 것
평균적인 적응
개인적인 생활의 수준에서 높은 적응력을 보이는 것
개인적으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생활에 기여하는 것
개인적인 관계를 벗어난 사람들의 생활에까지 기여하는 것
1
2
3
4
5
6
7

등 의 모델에서 정서지능은 정서의 지각과 표현 사고에 대한 정서적 촉진 정서적 이
해 그리고 정서적 관리의 네 가지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역사적인 인물들의 전기 자료를 대상으
로 표 에 나와 있는 기준들을 적용할 경우 그러한 네 가지 구성요소 각각에 대하여 해당 인물들의
정서지능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만약 누군가가 정서의 지각과 표현 영역에서 정
신과적인 문제 증상을 나타낸다면 그 사람은 그 영역에서 수준 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가 전기 자료에 기초하여 비범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명의 지능을 평가했
던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Salovey

(2002)

,

,

.

1

.

,

,

1

.

Cox(1926)

301

.

정신건강의 지표
적응의 개념
는 정신건강을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때
심리적인 적응은 개인이 사회에 순종
하거나 순응
하는 것과는 구분되는 개념이
다
에 따르면 개인이 스스로를 주변 환경에 맞추는 과정에 주안점이 주
어지는 순종이나 순응과는 달리 적응에서는 자신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외부 환경을 능동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과 개인이 환경에 동화되는 과정 모두가 강조된다
Vaillant(1977)

(adaptation)

(conformity)

(Vaillant, 1977). Vaillant(1977)

.

(adjustment)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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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이처럼 적응과 순응을 구분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
를 가질 수 있다 영재들은 공통적으로 기존의 체계에 불만족스러워 하고 반항적으로 행동하는 경
향이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그들이 나중에 창조력을 꽃피우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된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어
느 영재가 특정 시점에서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의 질서와 불협화음을 일으킨다고 해서 그러한
행동이 부적응을 뜻한다고 속단하거나 또 어느 영재가 자신이 속한 사회와 특별히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한 행동을 적응의 지표로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어느
한 시점에서는 부적응적인 것으로 보이던 행동도 또 다른 시점에서는 얼마든지 적응적인 것으로 재
평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반대 상황도 마찬가지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는 정신건강과 관계된 대표적인 지표로 방어 기제
와 적응적 행동
지표를 제안한 바 있다
에 따르면 이 두 가지 지표들은 정신건강에 관한 일반적인 정의
가 담고 있는 정체성의 확립 감정의 정확한 인식 미래지향적 태도 자아의 통합성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 자율성 환경에 대한 통제력 등을 효과적으로 예측해 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미
성숙한 방어 예컨대 행동화 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비해 성숙한 방어 기제 예컨대 승화 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을 더 많이 보인다는 것이다
.

(Csikszentmihalyi, 1996; Gardner, 1993; Simonton, 1994; Winner, 2000).

,

.

,

(Vaillant, 1977).

Vaillant(1997)

(defense mechanisms)

. Vaillant(1977)
,

,

,

,

,

,

(

.

,

)

(

,

,

)

.

방어 기제
정신장애에 대한 진단 및 통계 열람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은 방어 기제를 개인이 내부 혹은 외부의 위험과 스
트레스 요소들을 지각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자동적으로 기능하는 심리적인 과
정
으로 정의하고 있다
에 따르면 방어 기제는 기본적으로 개인이 그것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의식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모든 방어
기제가 무의식 영역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자기 관찰 자기 주장 예상 억제 등의 방어 기
제에서는 개인이 그러한 보호 작용을 인지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DSM-IV;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p. 751)

. DSM-IV

“

,

.

.

,

-

,

-

,

,

.

표 2. 방어 기능 척도
수준
높은 적응 수준
정신적 제지 수준
부차적인 이미지의 왜곡 수준
부정 수준
주요한 이미지의 왜곡 수준
행동 수준
방어의 해제 수준

방어 기제
예상 친교 이타주의 유머 자기 주장 자기 관찰 승화 억제
전위 해리 이지화 고립 반동 형성 억압 취소
평가절하 이상화 전능 의식
부인 투사 합리화
자폐적 공상 투사적 동일시 분리
행동화 철수 도움 거절 불평 소극적 공격성
망상적 투사 정신병적 부인 정신병적 왜곡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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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심리치료학회지
의 방어 기능 척도
에서는 방어 기제를 일곱 가지 수준으로 구
분하고 있다 이러한 방어 기능 척도의 일곱 가지 수준과 각 수준에 해당되는 방어 기제들은 표 에
소개되어 있다
DSM-IV

(Defensive Functioning Scale)

.

2

.

적응적 행동 지표
방어 기제는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것들이기 때문에 정서지능이 실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어
떤 차이를 나타내는 지를 실감나게 이해하도록 해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방어 기제가 갖는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는 정신건강에 대한 행동적인 지표들을 제시하였다 그는 성인기
의 적응 양상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직업적인 적응 사회적인 적응 심리적인 적응 신체적인 적응의
네 가지 기준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대한 이러한 검토에 기초하여 전기 자료에 대한 심리적인 분석 방법을
통해 오펜하이머와 보어의 정서지능이 정신건강 관련 지표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및
의 연구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정서지능은 영재들의 삶에서도 창
조적인 생산성과 심리적인 적응에 대한 중재 변인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시 말해 정서지능
이 높은 영재는 낮은 영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창조적인 생산성이 높은 반면에 적응 상의 문제는 적게
나타낼 것이다
.

Vaillant(1977)

.

,

,

,

.

,

.

Guastello, Guastello

Hanson(2004)

,

.

,

.

방 법
연구대상의 선정 절차
은 라이프 지 誌 가 선정한 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
을 포함하
여 세계적인 영재 명의 전기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영재들의 창조적인 성취도와
정신병리는 직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중심 주제가 영재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대상자는 가능한 한 창조적인 성취도가 높으면서 동시에
정신병리의 영향을 적게 받는 직업에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 창의적 성취 척도
이하 로 천재들의 직업들을 평가
한 결과에서 상위에 속하는 직업 개를 추출하였다 그러한 직업들을 상위에 속하는 것부터 시작해
서 순서대로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작곡가 자연과학자 건축가 미술가 소설가 사회과학자 시
인 음악 연주자 배우 및 연출가 논픽션 작가
에 따르면 이러한 직업들 중에서 세계적
인 영재들에게서 정신장애의 평생 유병률
이 가장 낮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과학자이다
의 표본에는 모두 명의 자연과학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 중에서 점수가 최
고 등급에 속하고 동시출생
집단에 속하며 세부 전공이 동일하면서 가족의 사회․경제․문화
Ludwig(1995)

(Life)

(

)

“20

1004

100

.

”(p. 26)

,

.

.

Ludwig(1995)

(Creative Achievement Scale;

10

,

,

,

.

,

,

CAS)

,

. Ludwig(1995)

,

,

,

,

,

(lifetime rate of mental disorder)

.

Ludwig(1995)

39

.

(coh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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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배경이 유사한 두 사람을 검색했을 때 그러한 조건들에 가장 잘 부합되는 대상자는 로버트 오펜하
이머
와 닐스 보어
인 것으로 나타났다
,

(Robert Oppenheimer)

(Niels Bohr)

.

연구 대상
오펜하이머
오펜하이머는 세계 최초로 원자폭탄을 제작했던 맨하탄 프로젝트
의 연구 책
임자로서 원자폭탄의 아버지로 불리기도 한다
그는 지적인 능력 면에서 신동이었다
(the Manhattan project)

(Kunetka, 1982).

(Goodchild, 1981).

오펜하이머는 어려서부터 한 번 들은 것은 모두 기억해내는 비상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다
또 그는 살 때부터 유명한 지질학자들과 서신을 교환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때 그는 타자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와 서신을 교환하던 전문가들은 그가 어린 아이라는 사실을 전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서신 교환 과정에서 그는 광물학을 연구하는 학자들로부터 박식함을 인정받아
살 때 뉴욕 광물학 학회의 회원으로 선출되었으며 살 때에는 광물학 학회로부터 초청을 받아 강
연을 하기도 하였다
그는 언어를 익히는 데도 탁월한 재능을 보여 대학에 입학하기 전
에 이미 다섯 가지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었다
(Royal,

1969).

11

(Royal, 1969).

11

12

(Rhodes, 1986).

(Royal, 1969).

보어
원자의 구조에 관한 연구 업적으로 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보어는 양자 역학의 대표적인
이론가이다
앨버트 아인슈타인
은 보어의 천재적인 직관력이 자신에게는
마치 기적 é 에서 재인용 처럼 보인다고 고백한 적이 있다 기본적으로 보어의 양자
역학 이론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던 아인슈타인조차도 보어의 양자 가설이 사고의 천체 天體 에서
최고의 예술적 조화
에서 재인용
를 보여준다며 칭송하였다
및
에 따르면 보어는 학습장애
의 문제를 지니
고 있었다 그는 뛰어난 지적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학창시절에 대부분의 과목들에서는 평균 수준의
수행을 나타냈으며 특히 작문은 낙제 수준이었다
결국 그는 작문에서 학교에서 요구
하는 공식적인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채로 졸업을 하였다
그는 성인이 되었
을 때도 혼자서는 편지조차 쓰기 어려웠다
1922

(Pais, 1991).

“

(Albert Einstein)

”(Segr , 1980

, p. 12)

.

“

”(Moore, 1966

Post, MacKeracher

Mighty(2002)

, p. 418)
,

(

)

.

(Learning Disability)

.

(Rozental, 1967a).

(Rozental, 1967a).

(Rhodes, 1986).

평가 방법
전기 자료에 대한 심리학적인 분석 방법
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에 대한 심리학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한
이후로 전기 자료를 심리학적으로 조직화하고 해석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
이 개발되었다
Freud(1910/1957)

(Leonardo da vinci)

(Alexander, 1990;

Anderson, 1981; Ludwig, 1995; McAdams & Ochberg, 1988; Post, 1994; Runyan,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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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이러한 전략들이 세부적인 방법 면에서는 연구자들마다 조금씩 다를 지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는 무수히 많은 전기 자료들 속에서 신뢰성과 타당성을 갖춘 자료를 어떻게 추출해내느냐 하는 점에
주안점을 둔다 본 연구에서는
이 제시한 기준을 따랐다 그에 따르면 전기에 대한 심리
학적인 분석에서는 단순히 어느 개인의 진술만으로는 객관성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출판물 업적 의
학적 자료 장애 학력 인구학적인 변인 등의 기록된 행동들
을 적극적
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자료들이 타당성과 신뢰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고 재생산이 가능해야 하며 훈련된 관찰자에게 동일한 의미를 지닐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준거에 기초해 정서지능과 정신건강 관련 변인들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

.

Ludwig(1995)

.

,

,

,

,

,

“

,

,

(documented behaviors)”(p. 24)

.

.

.

정서지능의 평가 방법
본 연구에서 전기 자료에 기초하여 오펜하이머와 보어의 정서지능을 평가할 때는 앞서 언급했던 표
의 기준을 따랐다 정서지능의 네 가지 구성요소 각각을 평가할 때 만약 평가대상자가 어느 한 수준
에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수준에 걸쳐 기능했다는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보다 더 일관
성 있고 현저한 특징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한 때 명백히 정신과 치료가 필
요한 수준에서 정신적인 혼란을 겪은 적이 있지만 그러한 문제 증상이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만
나타났으며 대인관계에서 심한 갈등을 보이는 문제가 그의 삶에서 더 지속적으로 보고되었다면 그
사람의 해당 영역에서의 기능 수준은 수준 로 평가된다
1

.

.

,

,

,

2

.

방어기제에 대한 평가 방법
본 연구에서는 방어기제를 평가할 때
의 방어 기능 척도를 사용하였다
는방
어기제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례를 제시한 바 있다
에는 각각의 방어기제를
평가하는 기준만이 실려 있을 뿐 한 개인이 여러 수준에 걸쳐 다양한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의 기준과
의 평가사례를 함께 참고
하였다
, DSM-IV

. Vaillant(1992)

. DSM-IV

,

DSM-IV

Vaillant(1992)

.

적응적 행동 지표에 대한 평가 방법
본 연구에서는 적응적 행동 지표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의 기준을 따랐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한 기준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심리적인 적응의 측면에서 정신 건강은 문제가 없
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문제와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
이다 둘째 직업적인 적응의 측면에서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 보다는 실제로 그러한 직업
을 어떻게 수행하였으며 직업을 통해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실제로 성취했느냐 하는 것이 더 중
요하다는 점이다 셋째 사회적인 적응의 측면에서 현재의 대인관계에 만족하고 있다는 개인의 진술보
다는 그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주기적으로 만나고 있는 친구가 실제로 존재하는 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점이다 넷째 신체적인 건강의 측면에서 개인이 질병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믿음과 태도
를 가지고 있는 지 예컨대 크리스찬 사이언스의 신봉자 하는 문제보다는 그가 실제로 병을 얼마나
Vaillant(1977)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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앓았는가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점이다

.

결 과
오펜하이머와 보어의 정서지능에 대한 평가
정서의 지각과 표현
정서의 지각과 표현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지각하고 파악하는 능력을 일컬으며 미술작품 음악작
품 이야기와 같은 여타 자극들의 정서적 차원을 감상하는 것까지도 포함한다
정서의 지각과 표현 차원에서 오펜하이머와 보어를 비교·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원자폭탄을 개발하는 데 커다란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펜하이머는 년에 미국 원자력 위원
회
이하
가 진행한 청문회에 의해 위험한 인물들
과의 연루 혐의 및 성격상의 결함
때문에 기밀문서 취급인가를 취소당한 후
공직에서 추방되었다 그 직후에 그는 사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내 마음 속에는 적들에 대한 증오심
이 남아 있지 않다
라고 적었다 하지만 실제로 그의 생활은 청문회 이후에 많은
변화를 보였다 그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기피하였고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리고 항상 젊어 보였던 그는 이제 머리 결이 생기를 잃어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늙어 보였다
이 시기에 정부의 한 보안 요원은 그가 몸을 제대로 못 가눌 정도로 과도하
게 술을 마신다고 보고하였다
오펜하이머가 강렬한 정서적 자극 상황 하에서조차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데 실패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보어는 상대적으로 미묘한 감정을 유발하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지각할 수 있었다 보어는 쌍둥이처럼 가까웠던 동생 해랄드
가 자신보다 박사 학위를 먼저 끝
마쳤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매우 행복해 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마음속에서 질투심이 솟구치는 것을
생생하게 지각하고 표현할 수 있었다
오펜하이머는 자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는 데도 어려움을 보였던 것으로 생각
된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답변을 미리 해버림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었다
또 그는 프린스턴
고등연구소 소장으로 재직
할 때도 초청 강연자가 진행하는 세미나를 자신의 독무대로 만드는 등 강연자의 기분을 무시하는 행
동을 보였다
반면에 보어는 늘 열린 마음
으로 타인의 말을 경
청하고자 노력하였고 … 타인의 입장을 비판하지 않기 위해 조심하였으며 심지어는 혁명적인 아이
디어에 대해서조차도 토론을 할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또 언제나 사람
을 만날 때면 타인의 감정을 수용할 마음의 준비가 갖추어져 있었던 보어
의
공감 능력은 주변 사람들에게 커다란 혜택을 주었다
오펜하이머는 감정을 지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표현하는 데서도 문제를 나타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는 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러한 점 때문에
,

,

,

(Mayer, Caruso, &

Salovey, 1999).

.

1954

(United States Atomic Energy Commission;

USAEC)

“

”(USAEC, 1954a, p. 56)

.

“

”(Royal, 1969, p. 166)

.

.

(Royal, 1969;

Rummel, 1992).

(Royal, 1969).

(Goodchild, 1981).

.

(Harald)

(Rhodes, 1986).

.

(Seaborg, 1969).

(Princeton)

(Rigden & Stuewer, 2004).
(

“

(open mind)

)

”(Bohr, 1967, p. 329).

“

”(Kalckar, 1967, p. 2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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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데 커다란 어려움을 겪었다
독일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그는 동료 부부에게 함께 산책을 가자고 제안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동료의 부인은 신생아를
돌봐야 했기 때문에 그의 제안을 거절하였다 그러자 그는 그러면 당신은 남아서 축산업에나 종사
하시죠
라고 신경질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동료 부인의 기분을 몹시 상하게 만
들었다 반면에 보어는 순차적 정보처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학술 강연 등에서 구술 발표를 하는 데
장애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집단 혹은 양자 관계에서 의사소통하는 데는 천재적
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그가 학술지의 관례 때문에 논
문들에서는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다 할지라도 그는 토론 과정에서 적절히 유머
를 활용함으
로써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적인 학술 토론조차도 감성적인 유
희로 전환시킬 수 있었다
이상의 내용들을 고려해 볼 때 오펜하이머가 감정을 지각
하고 표현하는 능력은 사회적인 적응상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수준 에 해당되는 반면에 보어의
능력은 그와 개인적으로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공헌하는 수준 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Rhodes, 1986).
.

.

“

”(Goodchild, 1981, p. 20)
.

“

”(Kalckar, 1967, p. 233)

.

,

(humor)

(Rosenfeld, 1945).

,

2

6

.

사고에 대한 정서적 촉진
사고에 대한 정서적 촉진은 주의를 집중하고 더 합리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정서를 활용하는 능력
을 말한다
사고에 대한 정서적 촉진의 차원에서 오펜하이머와 보
어를 비교·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오펜하이머는 낙관적인 관점이 요구되는 때는 과도하게 비관적인 결론을 내리고 반대로 비관적인
관점이 필요할 때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년에 청
문회에서 문제가 된 사안들이 이미 년에
위원들에 의해 만장일치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의결되었던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청문회가 열리기 전부터 이미 자포자
기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실제로 그는 청문회 때 동료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줄 정도로
시종일관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청문회 결과 공직에서의 추방령이 내려진
이후에도 그는 결과에 분노하기 보다는 오히려 청문회가 끝났다는 사실 자체를 더 기뻐하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때때로 오펜하이머는 자신의 신상에 관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다 년에 오
펜하이머는 일본 학술교류 위원회의 초청을 받아 일본을 방문하였다
이 때 원자폭탄
문제와 관계된 소란을 우려해서 그의 방문을 만류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는 강행하였다
예상대로 공항에서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그들은 오펜하이머에게 원자폭탄을 만든 것
을 후회하느냐고 질문하였다 이 때 그는 나는 원자폭탄을 제작하는 데 내가 관여했다는 사실을 후회
하지 않습니다 … 하지만 이 말이 내가 그 일을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저는 과거에 비해 현재 더 유감스러워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
다
라고 대답하였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말과는 달리 일본을 방문한 이후
로는 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창조적인 과학 논문을 단 한 편도 발표하지 못하였다
에 따르면 보어는 통제된 불안이 창조적인 물리학자를 낳을 수 있다
는 사실
(Mayer, Salovey, & Caruso, 2000b).
.

. 1954

1947

USAEC

(Stern, 1969),

(Royal, 1969).

(Chevalier, 1965).

,

(Royal, 1969).

. 1960

(Rummel, 1992).

(Goodchild,

1981).

,

.

. (

. (

)

“

)

,

.”(Goodchild, 1981, p. 274)

.

,

1967

Feuer(1974)

.

,

“

.”(p.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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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입증해 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보어는 창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의 정서적 상
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인지적인 조율
에 매우 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보어 아인슈타인 논쟁 과정에서 드러났던 것처럼 그의 특성적인 불안은 공동 연구자
들조차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문제들에 관해서도 신경의 촉수를 곤두세우도록 만들었으며 결과적으로
자신의 이론과 논문에 존재하는 결점들을 보완하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는 때때
로 토론을 하는 도중에 음악을 활용하기도 하는 등 자신과 동료들의 정서가 문제 해결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년 늦가을부터 보어는 워너 하이젠베르그
와 파동과 입자의 이중
성
문제에 관해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이 때 하이젠베르그는 주로 양자역
학의 수학적인 구성
에 기초해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했던 반면에 보어는 파동과
입자의 역설로부터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토론이 몇 달 간이나 지속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그 둘은 합의점을 도출해내지 못하였다 결국 둘 다 너무나 지쳐버려 휴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보어는 년 월에 노르웨이로 스키를 타러 갔다 보어가 노르웨이에 가 있는 동안 하이젠베르그
는 코펜하겐에 남아서 불확정성 원리에 관한 논문을 완성하였다
노르웨이에서 기
분전환을 하고 돌아온 보어는 하이젠베르그의 논문이 여전히 파동과 입자의 이중성 문제에 기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논문의 문제점에 관해 보다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였고 논문을 출판할 수 있
도록 허가하였다
결국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에 관한 논문은 세기 물리학의
패러다임을 바꾼 세기적인 논문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다
보어의 이러한 일화는 긍정적인
기분이 창조적인 사고를 촉진할 뿐만 그에 대한 수용성도 증가시키는 점
과 관계있는 것으로 보인다
에 따르면 보어가 상보성 개념에 관해 치열한 고민을 하면서 지내던 무렵에 그와 보
어 그리고 해랄드가 함께 스키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다 그 스키 여행에서 보어는 무릎을 다쳐 며칠
간 침대에 누워 지내야 했는데 보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이론을 보다 신중하게 재검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았다 보어의 이러한 일화는 슬픈 기분이 분석적인 사고와 관계된 과제들에
서의 수행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 준다는 점
과 관계있는 것으로 보
인다 이러한 내용들을 고려해 볼 때 오펜하이머가 사고 과정에서 정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은 사회적인 부적응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 에 해당되는 반면에 보어가 문제 해결과 창의적 사고 과
정에 정서의 지혜
를 사용하는 능력은 그가 학문적인 업적을 남기는 데 기여
했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공헌을 하는 수준 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

“

.

(cognitive tuning)”(Schwarz, 2002, p. 144)

-

,

(Pais, 1991).

(Kalckar, 1967).

1926

(Werner

”(Heisenberg, 1967, p. 106)

Heisenberg)

“

.

“

”(Pais, 1991, p. 303)

.

.

1927

2

.

,

(Heisenberg, 1971).

(Rhodes, 1986).

20

(Pais, 1991).

(Isen, Johnson, Metz, &

Robinson, 1985)
Courant(1967)

.

,

.

.

(Clore, Schwarz, & Conway, 1994)

.

,

2

“

”(Schwarz, 2002, p. 144)

7

.

정서적 이해
정서적 이해는 정서체계에 관한 지능으로서 정서적인 어휘에 대한 이해는 물론 하나의 정서가 다른
정서와 결합되고 다른 정서로 변화되고 전이되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을 지칭한다
오펜하이머와 보어를 정서적 이해의 차원에서 비교·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오펜하이머가 정서를 표현하는 어휘들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은 뛰어났을 지라도
(Mayer, Salovey, &

Caruso, 2000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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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생활에서 미묘한 상징 세트
의 형태로 표현되는 정서
적인 정보들을 언어적으로 표상함으로써 다양한 정서들 간 관계를 이해하는 능력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성인기 이후에도 빈번히 우월감과 자존감을 제대로 변별하지 못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 예를 들면 그는 독일에서 유학할 때 귀족적인 테이블 매너를 과시하는 것이 자신에게는 즐
거움을 줄 지라도 가난한 동료들에게는 불쾌감을 유발한다는 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행동하였다
또 그는 굴욕감과 의무감을 혼동하기도 하였다 국가 기관이 불공정한
절차에 의해 그를 공직에서 추방하기로 했을 때
그는 과학자로서 국가의 결정을 존
중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에 순순히 따랐다
하지만
동료들의 평가에 따르면 그것은 너무나도 굴욕적인 모습이었다
이런 점에서 오펜
하이머는 자신의 정서적 체험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언어화하고 조직화하는
데 실패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죽은 후에 한 동료는 그는 나의 친구였고 나는 그에 관해 많은 것
을 알고 있었지만 내가 그에 관해 정말로 알고 있었던 것인지 확신하기 어렵다
라고 말했으며 그에 관해서 수수께끼 같은 초상
이라는 제목의 전기가 출판되기도
하였다
대조적으로 보어는 언어적인 표현 능력 면에서 심각한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서
적인 체험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적절히 언어화하는 능력이 뛰어났던 것으로 보인다
에 따르면 보어는 역사적인 인물들의 사례에서 흔히 관찰되는 것처럼 수수께끼 같은
삶을 사는 대신 누구라도 그의 성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삶을 살았다 보어는 자신의 경험을 모
호한 구석을 남기는 일 없이 지인들에게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에 관한 전기는 그 자
신이 직접 쓰기 보다는 절친했던 동료들에 의해 주로 작성되었다
오펜하이머는 지적인 측면에서의 언어적 이해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합적인 감정 특히 같은 대
상에게서 사랑과 미움을 동시에 느끼는 것과 같은 양가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은 부족했던 것으로 보
인다 부유한 상인이었던 오펜하이머의 아버지는 그에게 언제나 든든한 후원자의 역할을 해주었지
만 그의 표현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는 스스로 유태인이라는 사실을 사죄하고자 노력
에서 재인용 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아버지의 이러한 열등감은 오펜하이머의 사교
생활을 크게 위축되게 만들었다 아버지에 대한 모순적인 감정을 소화해내기 힘들어했던 그는 캘리
포니아로 이사 간 이후로 뉴욕에 있는 아버지와 평생 떨어져서 살았다
대조적으로 보어는 복잡하고 모순적인 감정을 이해하는 데도 뛰어났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가족의
종교적 이원성 때문에 아버지와 심한 갈등관계에 빠진 적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의 종
교는 덴마크 루터 교
였던 반면에 그의 어머니는 유태인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어의 부모는 그가 어렸을 때 학급에서 유일한 비 기독교인이 될 것을 염려하여
세례를 받도록 하였다
사춘기 이후에 보어는 당시의 덴마크 교회에 격렬한 반감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아버
지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한 불만감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성인기로 접어들면서부
터 보어는 사춘기 때와는 달리 아버지에 대한 양가적인 감정을 더 잘 수용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
“

(symbol set)”(Salovey et al., 2002, p. 161)

.
.

,

(Goodchild, 1981).

.

(Rummel, 1992),

(Hijiya, 2000).

,

(Chevalier, 1965).

.

“

”(Royal, 1969, p. 181)

“

”(Bernstein, 2004)

.

.

Courant(1967)

,

,

.

(Moore, 1966).

,

.

,

Weiner, 1980

“

”(Smith &

, p. 38)

.

(Royal, 1969).

.

(Rhodes, 1986).

(Danish Lutheran)

(Feuer, 1974).

“

1991, p. 48)

”(Pais,

.

(Pais, 1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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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는 종교 문제로 집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기 보다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후
에 덴마크 루터 교에서 탈퇴하는 길을 선택하였다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
에 대한 존경심을 잃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후에도 자신이 살던 집의 한 쪽 벽에 자신의
초상화가 걸려 있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아버지의 초상화를 걸어 두고서 생활하였다
이
상의 내용들을 고려해 볼 때 오펜하이머의 정서적 이해 능력은 사회적인 적응상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수준 에 해당되는 반면에 보어의 능력은 그와 개인적으로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공헌하는 수
준 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

(Pais, 1991).

,

(Moore, 1966).

,

2

6

.

정서적 관리
정서적 관리는 자신 및 타인의 기분과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다
자신의 감정을 다루려면 자신의 느낌을 감찰하고 변별하고 정확하게 명명할 수 있어야 하는 동시에
이러한 느낌을 개선시키거나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하고 느낌을 변경시킬 전략들을 사용하고 그 전략들
의 효용성을 평가할 수 있어야만 한다 오펜하이머와 보어를 정서의 지각과 표현 차원에서 비교·평가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오펜하이머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관리하는 면에서도 어려움을 나타냈던 것으로 보인다 년에
그의 어머니가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아버지가 생존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 상태
에서 가깝게 지내던 은사에게 저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입니다
에서 재
인용
라고 말했다 나가사키에 번째 원자폭탄이 투하되던 날부터 정서적인 고통 때문에 신음
하기 시작하던 그는 하루 종일 술에 취한 상태로 시간을 보냈으며
청문회의 결정에 따
라 공직에서 추방된 이후에도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술을 마시며 보냈다
보어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정서에 대처하기 위해 인지적 자기 관리
가족과 동료들로부터의 정서적인 지지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게임
및 연극에 열중하는 길을 선택하였다 년대 초반은 보어에게 슬픈 시기였다
년
월에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는 슬픔 속에서도 긍정적인 삶의 의미를 놓치지 않기 위
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하이젠베르그에게 보
낸 편지에서 질병으로 인해 허약해져 있는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젊고 나이어린 가족들과 친구
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
을 간직하고 계셨던 어머니에 대해 감사해 하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어려서부터 정서적으로 불안정했던 보어의 누나 제니 는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충격으로
정신병적인 증상을 나타내게 되었다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 그녀는 결국 년 월
에 그 곳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리고 년 월에는 그가 애지중지하던 장남 크리스찬
이 항해 도중 격랑을 만나 익사하고 만다 이처럼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들던 이 시기에 보어는 마
치 한 가족처럼 생활하던 코펜하겐 팀에게서 많은 위안을 받았다
특히 그들과 함께
하는 카우보이 게임과 연극 공연 등은 그가 활기찬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근원이 되었다

(Mayer, Caruso, & Salovey, 1999).

,

.

.

. 1931

,

“

, p. 145)

.

”(Smith & Weiner, 1980

2

(Herken, 2002),

(Goodchild, 1981).

“

-

(cognitive self-management)”

(Salovey et al., 2002, p. 162),

. 1930

11

(Pais, 1991). 1930

,

.

,

“

”(Pais, 1991, p. 407)

.

,

(Jenny)

(Pais, 1991).

.

1934

1933

7

(Christian)

.

(Moore, 1966).

(Moore,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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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펜하이머는 다른 사람들의 정서를 다루는 면에서도 서툴렀던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로 인한 스
트레스에 소화기 장애로 인한 고통이 중첩되면서 그의 아내 키티 는 술에 빠져 살다시피 한 적
이 있었다
오펜하이머의 동생 프랭크 에 따르면 이 때 오펜하이머는 아내의
문제를 알면서도 애써 모르는 척 외면하면서 지냈다고 한다
대조적으로 보어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설득하는 재능도 타고났던 것처럼 보인다
손기술이 뛰어났던 그는 어렸을 때 친구들과 손님의 고장 난 자전거를 고친 적이 있
었는데 이 때 그는 실제로 자전거를 고친 것은 그 자신이었을지라도 그 자리에 있던 아이들이 그 자
전거를 보어 혼자 고친 것이 아니라 그들과 보어가 함께 고친 것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의 이러한 재능은 그가 나중에 코펜하겐 팀의 멤버들에게 지혜로운 교사이자
아버지 같은 친구
가 되어 줌으로써 코펜하겐 정신
을탄
생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내용들을 고려해 볼 때 오펜하이머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다루
는 능력은 사회적인 부적응을 유발하는 수준 인 반면에 보어의 능력은 그와 개인적으로 관계가 있
는 사람들에게 공헌하는 수준 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

(Kitty)

(Goodchild, 1981).

(Frank)

,

(Goodchild, 1981).

(Moore, 1966).

,

,

(Rozental, 1967a).

“

”(Kalckar, 1967, p. 227)

“

.

”(Pais, 1991, p. 320)

,

2

6

.

오펜하이머와 보어가 사용한 방어 기제의 차이
보어의 방어 기제
보어는 청소년기에 미성숙한 방어기제를 주로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그는 학창시절에 금기시되는
행동이라는 말을 들을수록 더욱 더 격렬하게 반항적으로 행동하는 행동화를 나타내었다 그는 의도적
으로 찬송가책을 찢어 층에서 운동장으로 뿌리기도 하였으며 큰 가방에 과일 껍질을 가득 채운 후
교실에서 발로 차며 놀기도 하였다
하지만 심리적인 성숙이 이루어짐에 따라 보어의 미
성숙한 수준의 방어 기제들은 성인기에 성숙한 수준의 방어 기제들로 대치되었다 결과적으로 성인기
에 보어는 가장 효율적인 방어 기제들이라고 할 수 있는 높은 적응 수준에 속하는 방어 기제들을 주
로 사용하였다
첫째 청소년기에 좌충우돌하며 지내던 그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빛과 전자의 충돌
현상을 다루는 물리학자가 되었으며 이러한 승화의 과정을 통해 내부의 공격성을 보다 우아하게 다
룰 수 있게 되었다 둘째 년 초에 어머니 누이 장남을 차례로 잃었을 때 그는 가족처럼 지내
던 코펜하겐 팀과의 관계에 몰입하려 노력하였으며 방어적 노력의 일환으로서의 이러한 친교는 그
에게 큰 힘이 되었다 셋째 그는 년 초의 슬픈 시기에 독일에서 반 反 유태인 법이 발표되자
독일에서 탈출해오는 유태인들을 돕는 일에 헌신하였는데
이러한 이타주의는 그가 자
신의 가족을 구하지는 못했다는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넷째 그는 일종의 패
러디 극인 코펜하겐 파우스트
에서 신
의 역할을
맡았는데 그는 연기 과정에서 학문적인 라이벌들에 대한 불만들을 유머를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
었다 다섯째 그는 아인슈타인과의 논쟁에서 아인슈타인이 지나친 억지를 부리자 비록 아인슈타
인을 마음 속 깊이 존경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장을 통해 아인슈타인의 비합리적인 태
.

,

.

2

(Pais, 1991).

,

.

,

.

,

.

, 1930

.

,

,

,

,

1930

(

)

,

(Frisch, 1967),

.

“

.

(Copenhagen Faust)”(Pais, 1991, p. 4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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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Lord)

정서지능이 영재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도를 분명하게 지적할 수 있었다
여섯째 그는 격렬한 토론을 할 때는 자기 관
찰
을 통해 자신이 지나치지는 않는 지를 항상 점검하였다
일곱 째
그는 어윈 슈뢰딩거
ö 가 그와 격렬한 토론을 하던 중에 감정적으로 폭발해서 소리
쳤을 때도 맞대응하기 보다는 억제를 사용하여 그의 기분을 달래주었으며
나중에
슈뢰딩거는 한 편지에서 이러한 보어의 태도를 극찬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핵물리학
자들에게 영혼의 불안
을 야기하는 핵폭탄의 딜레마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예상을 사
용하였다
에 따르면 년대에 미국과 소련이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수준의
수소 폭탄을 만드는데 성공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핵전쟁에 대한 공포에 시달렸으나 보어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년부터 미래의 핵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개방 정책의 선구자
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
(Heisenberg, 1971).

(self-observation)

,

-

,

(Bohr, 1967).

,

(Erwin Schr dinger)

(Heisenberg, 1967)

(Pais, 1991).

“

,

”(Rouz, 1964)

. Weisskopf(1967)

, 1950

,

.

1945
“

”(Pais, 1991, p. 473)

.

오펜하이머의 방어 기제
보어와 마찬가지로 오펜하이머도 청소년기에는 부모님에게 반항하는 과정에서 행동화의 방어기제
를 사용하였다 그는 학창시절에 내면의 분노를 자신과 접촉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불행하다고 느낄
만큼 심술궂게 행동하는 방식으로 표출하였다
하지만 그는 성인기에 생산력의 신인
동시에 죽음의 신
인 플루토 에서 이름을 따 온 플루토늄
을
다루는 핵물리학자가 됨으로써 승화를 통해 내부의 공격성을 보다 생산적으로 표출할 수 있게 되었
다 또 노년기에 구강암 진단을 받았을 때 그는 억제를 사용하여 우아한 금욕적 태도
로 암과 싸울 수 있었으며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인터뷰 과정에서 유머를 사
용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오펜하이머는 성인기에서도 높은 수준의 방어 기제들과 더불어 낮은 수준의 방어 기제들
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런 점에서 보어와는 달리 오펜하이머의 방어 기제는 성숙한 기제로 수
렴되지 못하고 일곱 가지 수준으로 분산된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첫째 오펜하이머는 성인기에도 정신적 제지 수준에 속하는 반동형성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는 마치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동료들은 그가 순교자 콤플렉스
를 가지고 있다고 평하기도 하였다 년에 오펜하이머는 해리
트루먼
대통령에게 각하 제 손에는 피가 묻어 있습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원자폭탄을 개발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을 토로하였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트루먼
대통령은 크게 진노한 상태에서 국무장관 딘 애치슨
에게 다시는 저 칭얼거리는 친
구를 내게 데리고 오지 마시오 어쨌거나 그는 단지 폭탄을 제작했을 뿐이고 발사 명령을 내린 것은
바로 나란 말이오
라고 말하였다 트루먼 대통령의 말이 시사하는 것처럼
오펜하이머는 자신의 책임감을 넘어서는 수준으로까지 죄책감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
인다 둘째 그는 성인기에도 부차적인 이미지의 왜곡 수준에 속하는 전능 의식을 계속 사용하였다
그의 대인관계에서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는 타인을 불쾌하게 만드는 우월의식이었다
,

.

(Royal, 1969).

”(Rhodes, 1986, p. 355)

.

“

(Pluto)

(plutonium)

,

“

”(Royal, 1969,

p. 180)

(Stern, 1969).

.

,

.

,

.

“

complex)”(Goodchild, 1981, p. 270)
(Harry Truman)

“

(martyr

. 1946

,

.”(Goodchild, 1981, p. 180)

.

(Dean Acheson)

“

.

!”(Goodchild, 1981, p. 180)

.

.

,

,

.

(Good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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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그는 부정 수준에 속하는 합리화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오펜하이머는 스스로 대인
관계 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변명처럼 내게는 친구보다는 물리학이 더 필
요해
에서 재인용
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노년기에 이르러서는 그 자
신도 실제로는 친구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시인하였다
넷째 그는 주
요한 이미지의 왜곡 수준에 속하는 분리를 계속 사용하였다 그는 지적으로 자신과 대등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이상화하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멸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다섯째 그는 행동 수준의 소극적 공격성을 계속 사용하였다 그는 청문회 때 집
요한 추궁이 계속되자 내가 그렇게 행동한 것은 바로 내가 바보였기 때문이오
라고 자학적으로 응답함으로써 그를 영웅시하던 수많은 미국인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그
의 이러한 행동은 반항기 많은 청소년이 스스로를 자학하는 모습과 매우 유사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그는 방어의 해제 수준에 속하는 정신병적인 왜곡을 사용한 적이 있었다
에 따르면 그
는 영국 유학 시절에 환각 때문에 동료이자 미래의 노벨상 수상자인 패트릭 블랙켓
을 독살하려 하기도 하였다
1981).

,

.

“

”(Smith & Weiner, 1980

, p. 135)

.

(Goodchild, 1981).

,

.

(Goodchild, 1981).

,

.

, “

.”(USAEC, 1954b, p.

137)

.

.

,

. Hijiya(2000)

,

(Patrick Blackett)

.

오펜하이머와 보어가 보인 적응적 행동 지표에서의 차이
직업적인 적응의 측면에서 외견상 오펜하이머는 화려한 성공을 거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그는
살 때 버클리
대학의 교수가 되었고 차 세계 대전 때는 미국의 영웅이 되었으며 죽기
직전까지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의 소장으로 재직하였다
하지만 년 청문회에서 그
를 공직에서 추방하기로 한 결정이 내려진 이후로 그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
까지 공직에는 진출하지 못하였다
오펜하이머가 세계사적인 의의를 갖는 역사적인
사건의 주인공이 되기는 했지만 그는 자신의 동료이자 노벨상 수상자들인 폴 디락
엔리
코 페르미
그리고 어니스트 로렌스
의 연구 업적에 견줄 만한 결과물
들을 내놓지 못하였다
는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그가 힌두교와 같은 물
리학 이외의 다양한 영역에 지나친 관심을 쏟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물리학 이외의 영
역에 정열을 쏟았던 것은 보어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점에서 오펜하이머가 창의적인 문
제 해결을 위해 자신의 정서를 적절히 활용하는 능력이 부족했던 점은 그가 기초 과학에서 일등급
에 해당되는 연구 업적
을 성취해내는 데 실패한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는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보어는 학습장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함으로써 덴마크의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년에
는 유럽의 개국 대표가 참여하는 유럽 원자력연구 회의
의 책임자가 됨으로써 국제적으로도 존경받는 명사가 되었다
사회적인 적응의 측면에서 오펜하이머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하였으며 가정적으로도 불우
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문회 이후에 그는 친구들을 만나는 것조차 기피했기
때문에 무척 고독한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보어는 평생 가족 동료 제자
.

25

(Berkeley)

2

(Royal, 1969).

1954

(Goodchild, 1981).

(Paul Dirac),

(Enrico Fermi),

(Ernest Lawrence)

(Stern, 1969). Rabi(1969)

.

(Pais, 1991).

“

”(Hijiya, 2000, p. 166)
.

1922

(Pais, 1991), 1952

14

(Conseil Europenne Recherche Nuclaire;

CERN)

(Weisskopf, 1967).

(Goodchild, 1981).

(Royal,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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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대중들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그들의 사랑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심리적인 적응의 측면에서 오펜하이머는 영국 유학 시절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서 오늘날의 정신
분열병에 해당되는 병명인 조발 성 치매
의 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다
기분 장애에서도 얼마든지 정신병적인 증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가 반드시 정신분열병
을 앓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하지만 구체적인 진단이 무엇이었든 지간에 적어도 그가 일정
기간 동안 정신병적인 상태에 있었던 것만은 틀림없는 것으로 보인다 보어는 오늘날의 기준으로
본다면 학습장애라는 정신과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는 생전에 정신
과 치료를 받거나 정서적인 혼란을 보이는 일 없이 삶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
인다
신체적인 건강의 측면에서 오펜하이머는 매우 병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가
깝게 지내던 학교 교사인 허버트 스미스
는 그의 이러한 증상이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관계가 있다고 믿었다
그는 노년기에 구강암의 진단을 받고 병마와 고통스
러운 사투를 벌이다 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였다
반면에 축구선수 출신이었던
보어는 매우 강건한 편이었고 과로 때문에 의사로부터 휴식을 권고 받은 일 외에는 특별히 신체적
인 병을 앓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생애의 마지막 해였던 년에도 특별히
건강상의 문제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는 일상적인 업무 보면서 지내던 어느 날 손님들과 점심 식사
를 하고 난 다음에 약간의 두통이 있어 잠을 조금 청해야겠다 말하고 침대에 누웠는데 그 직후에
세의 나이로 눈을 감았다
(Pais, 1991).

(dementia praecox)

(Rhodes,

1986).

.

.

,

.

(Pais, 1991).

(Goodchild, 1981).

(Herbert Smith)

(Smith & Weiner, 1980).

63

(Goodchild, 1981).

(Pais, 1991).

1962

.

77

,

(Moore, 1966).

논 의
지금까지 오펜하이머와 보어의 전기 자료에 기초하여 정서지능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살펴보았다 오펜하이머와 보어는 청소년기에 반항기 많은 영재로서 방어 기제 면에서 비슷한 모습
을 보였지만 심리적인 성숙이 진행됨에 따라 창조적인 생산성과 사회적인 적응 상에서 현격한 차이
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지능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심리적으로 성숙해 감에 따라 마
치 눈덩이처럼 증폭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또 본 연구 결과 영재
들의 정서지능 수준은 그들의 정신건강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지능이 영재들의 삶에서도 창조적인 생산성과 심리적인 적응에 대한 중재 변인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영재들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정서지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 중 하나는 정서지능이 평생 고정된 형태로 존재하
는 것이 아니라 발달이 가능한 개념이라는 점이다 국내외에서 진행된 수많은 연구들 박성옥 이영
환 한종혜 김기현
김영주 송영나
서현아 김소연
이윤옥
박명화 김경
숙 정계숙
은 교육 프로그
램을 통해 아동 및 청소년들의 정서지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

.

.

.

.

.

.

, 1999;

,

, 2004;

(

,

,

,

, 2002;

,

, 2000; Doty, 2001; Dulewicz & Higgs, 2004; Tiwari & Srivastava, 2004)

,

, 20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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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가 갖는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오펜하이머와 보어가 사회적인
적응 면에서 차이를 보였던 것이 단순히 행운이나 불운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규
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오펜하이머가 부모님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유태인임을 숨기고
싶어 했다는 사실
은 그가 자신이 유태인이라는 사실을 불운한 일로 생각했
음을 보여준다 학창시절에 그는 학교 교사인 스미스에게 자신이 유태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서 마치 그가 스미스의 동생인 것처럼 로버트 스미스
라는 이름으로 여행을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적어도 오펜하이머
는 그가 유태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목숨이 위협받았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보어는
덴마크가 독일군의 점령 하에 있을 때 그가 유태인의 혈통을 이어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처형될 위
기에 있었으나 체포되기 바로 직전에 간신히 탈출 할 수 있었다
보어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자신이 유태인의 혈통을 이어받았다는 사실을 저주하는 대신에 차 세계 대전 중에 자신
의 목숨을 걸고 노력한 끝에 무려 천명의 유태인의 목숨을 구하는 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

(Smith & Weiner, 1980)

.

“

(Robert Smith)”(Rigden & Stuewer, 2004, p.

370)

.

.

(Moore, 1966).
2

6

(Moore, 1966).

오펜하이머를 변호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가 차 세계 대전 당시에 원자 폭탄을 개발하는 책임을
부여받고 또 완수하게 된 것이 그 이후에 그가 겪게 된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것처럼 생각될
수 있다 하지만 원자 폭탄을 제작하는 역사적인 현장에 물리학계를 대표하는 지도자로 참여했던 것
은 보어도 마찬가지였다
오펜하이머와 보어는 둘 다 원자폭탄이 상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 즉 죽음의 무기인 동시
에 전쟁을 종식시키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도구라는 점
을 확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비록 그 두 사람이 똑같이 상보성이라는 철학적 원리를 원자폭탄에 적용했다 할지라도 그 구
체적인 내용 면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였다
보어는 핵전쟁이 교전국 모두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자폭탄이 전쟁의 양상을 완전
히 변화시킬 것이며 이러한 이유로 아돌프 히틀러
가 일으킨 것과 같은 전쟁이 다시
는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오펜하이머는 보어의 그러한 주
장이 다이너마이트가 전쟁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믿었던 알프레드 노벨
의 헛된 소
망
과 유사하다고 믿었다 이런 점에서 그는 보어와는 달리 파괴를 통
한 구원
의 길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점은 그가 최초의 원자폭탄 테스트를 위
한 코드 명을
삼위일체 라고 지었던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름은 그가 애독하던 존 돈
오펜하이머는 죽음의 숨결이 부활
의 시에서 따온 것이었다
과 맞닿아 있다
고 노래했던 돈의 시가 인류에게 원자폭탄이 지니는 의
미를 상징적으로 잘 표현해 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원자폭탄이 안고 있는 수수
께끼 같은 역설이 인간의 인지가 미치지 못하는 초월적인 것이며 그것은 수많은 인명을 희생시키
기도 하지만 동시에 종전을 앞당겨 줌으로써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믿고 싶어 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오펜하이머는 원자폭탄을 군사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적극 지지
하였다
,

2

.

.

,

“

”(Rhodes, 1986, p. 572)

.

,

.

(Adolf Hitler)

(Moore, 1966).

“

(Alfred Nobel)

”(Oppenheimer, 1946, p. 265)

.

”(Hijiya, 2000, p. 163)

Trinity(

(Jonn Donne)

, “

.

)

.

“

(Smith & Weiner, 1980).

”(Donne, 1631/1936, p. 320)

.

(Rhodes, 1986).

(Hijiya,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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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펜하이머의 주장은 인명의 희생을 강요하는 동시에 로스 알라모스
연구소의 젊은
과학자들에게 죄책감을 억누르도록 요구하는 것이었던 반면에 보어의 주장은 인명의 희생을 요구하
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를 수행하던 과학자들이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었다 오펜하이머는 나중에 로스 알라모스에서의 보어의 공적에 대해 섬뜩하고 기분 나쁜 죽음
의 프로젝트를 희망적인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
에서 재인용
는 찬사를 보내기
도 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오펜하이머가 로스 알라모스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나중에 그가 겪게 된 불행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오펜하이머가 지적인 면에서 영재였고 사회․경제적으로 상위에 속하는 집안에서 출생하였으며
그의 영재성을 일찌감치 간파하고서 그가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후원해 준 자애로운
부모님의 슬하에서 자라게 된 것은 그에게 커다란 행운이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이러한
행운을 행복으로 연결하는 재능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조적으로 그와 비슷한 행운을 타고
났던 보어는 그러한 행운이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도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세기의 양자 역학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이론 물리학자로서 그리고 핵과 관련된 개방
정책의 선구자로서 인류 사회에 커다란 공헌을 남겼다
에 따르면 보어는 인간적인
과학자 상을 후대의 과학자들에게 정신적인 유산으로 남겼다 그의 학문적인 라이벌이었던 아인슈
타인조차 삶에서 당신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단지 곁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내게 커다란 기쁨을 주
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에서 재인용
라고
고백한 적이 있다 이런 점 때문에 보어의 전기 작가
는 그의 전기에서 보어의 삶은 사
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훌륭한 것이었다 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에 따르
면 어떤 사람들은 보어가 그처럼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 단순히 행운
때문이라고 치
부해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분석 내용이 보여주는 것처럼 보어가 삶에 성
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서 그의 지적인 재능과 더불어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측면 중
하나가 바로 정서를 적응적으로 활용하는 그의 남다른 능력이라는 점이다
학습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보어가 타인과의 공동 작업을 통해 평생 지속적으로 탁월한 학문적인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점은 현재의 학습장애 아동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
구에서 고찰된 내용들 중 정서지능과 관계된 부분은 일반적인 학습장애 아동들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보어가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사용했던 보상전략 즉 타인과 공동
작업을 하는 것은 영재만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누구라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평범한 방
법이었다 따라서 그의 보상전략은 영재가 아닌 일반적인 학습장애 아동들도 얼마든지 활용하는 것
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 정서지능을 육성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심리학적인 논의가 크게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
에
가 지혜에 관한 균형 이론에서 제안한 방법들이 정서지능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
그램을 고안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에 따르면
정서적 유능성과 같은 지식과 기술은 암묵적인
특성을 갖는다 여기서 암묵적인 특성이란 특
정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언어적인 형태의 노하우
관련 지식을 뜻한다 이러한 암
(Los Alamos)

.

“

.”(Moore, 1966

.

, p. 330)

,

.

.

.

20

. Weisskopf(1967)

,

.

, “

”(Pais, 1982

.

, pp. 416-417)

Pais(1991)

“

.”(p. 4)

. Courant(1967)

,

“

”(p. 304)

.

,

.

.

.

,

.

.

, Sternberg(2003)

. Sternberg(2003)

(implicit)

.

(know-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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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적인 지식과 기술의 습득에는 논리적인 분석보다는 사례와 예시를 통한 학습이 더 효과적일 수 있
다 따라서 정서지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에서도 역사적인 위인들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예를 들면 보어의 사례는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보어가 쌍둥이처럼 가까웠던 동생
해랄드
가 자신보다 박사 학위를 먼저 끝마쳤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매우 행복해 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마음속에서 질투심이 솟구치는 것을 생생하게 지각하고 표현할 수 있었던 점은 정서
의 지각 및 표현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 보어가 노르웨이에서 기분전환을 하고 돌아온
후 하이젠베르그의 논문에 대해 보다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 것은 사고의 정서적 촉진의 사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보어가 종교 문제로 집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기 보다는 아버지가 돌
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후에 덴마크 루터 교에서 탈퇴하는 길을 선택한 것은 정서적 이해의
예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어가 코펜하겐 팀의 멤버들에게 지혜로운 교사이자 아버지 같은 친
구
가 되어 줌으로써 코펜하겐 정신
을 탄생시키는 원동
력으로 삼았던 것은 정서적 관리의 사례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 자료에 기초하여 두 인물의 사례를 심리학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
다 일반적으로 전기 자료는 실험 설계를 통해 획득된 연구 자료들에 비해 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검
증 과정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는 장기 추수적인 경험적 연
구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본 연구에서는 단지 두 사례에 기초하여 논의를
전개했기 때문에 양적인 측면에서도 결론을 일반화하는 데는 제약이 따를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
에서 사용된 역사적인 인물의 정서지능을 평가하는 절차의 경우 평정자간 신뢰도에 관한 연구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보다 체계적이고 엄밀한 평정자 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

,

.

(Harald)

.

.

.

“

”(Kalckar, 1967, p. 227)

“

”(Pais, 1991, p. 320)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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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fluences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the Mental Health of the Gifted
J in-young Kim
Depar tment of Child Studies, Seoul Women's Univer 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influences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mental health of the
gifted.

The

emotional

intelligence,

defense

mechanisms

and

adjustment

behavior

index

of

Robert

Oppenheimer and Niels Bohr were examined by the psycho-biographical analysis of their biographical data.
The evaluation of emotional intelligence was conducted according to the four components of emotional
intelligence in the theoretical model proposed by Salovey, Mayer and Caruso (2002). The defense
mechanisms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criteria of DSM-IV. The model of Vaillant (1997) was used
to analyze the adjustment behavior index. The results showed that emotional intelligence played a role of
a moderator variable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giftedness and mental health.

In conclusion,

the

importa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enrichment programs in education for the gifted was discuss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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