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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에니어그램심리역동

에니어그램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 또한 이해할 수 있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한다. 특히 청소년기
에는 자신의 기질적 성격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삶의 과제이며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현실세계에서 신체적 변화와 심리적 혼란 등으로 정서변화에 대한 대처와 조절에
영향을 주며,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때로 병리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상담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면
서 상담현장에서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소년 내담자들을 만나게 된다. 그에 따라 내담자 관
련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상담자에 대한 상담사례 연구는 많지 않기 때문에, 상담자와 청소
년 내담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상담자의 경험 내러티브 연구를 하였다. 본 연구는 공격성은 좌절이나 결
핍에 대한 반응이고 타고난 것이 아닌 관계성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한, Fairbairn의 발달이론과 에니어그램
심리역동을 중심으로 청소년 내담자와 양육자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내담자 모녀의 대상관계가 상담 장면
에서 내담자와 상담자의 상호작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상담자의 경험 내러티브는 무엇인지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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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에니어그램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 또한 이해할 수 있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한다. 특
히 청소년기에는 자신의 기질적 성격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삶의 과제이며 다양한 상호
작용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현실세계에서 신체적 변화와 심리적 혼란 등으
로 정서변화에 대한 대처와 조절에 영향을 주며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
고, 때로 병리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올해 11월 1일 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정신건강 상담 건수가 최근 5년간 두 배 이상 늘어난

․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병)이 청
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의 상담 건수는 2013년 27만2920건에서 지난해 36만7709건으로 약 35% 증가했다. 증가세가 가
장 돋보이는 부분은 ‘정신건강’으로 관련 상담은 2013년 2만4978건에서 지난해 5만1639건으로 2
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에는 지난 9월 기준으로 이미 4만2866건으로 증가세가 더욱 가팔랐다.

․

․

청소년 정신건강 상담은 분노조절 자살사고 불안 및 우울 등의 비중이 컸다. 실제로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우울증 질환 연령별 진료인원’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청
소년은 2014년 2만1452명에서 지난해 2만3410명으로 9% 증가했다(세계일보, 2017).
청소년기는 인간의 성격발달 시기 중 무의식적 자기에서 벗어나 의식적, 통합적으로 자기관찰
을 하는 시기로 자신에 대한 정체감 형성 및 탐색, 자기 존중감, 건강한 대인관계, 조망수용능
력, 미래의 진로 및 직업탐색 등이 함께 이루어지는 시기이다(Clancy & Dollinger, 1993). 그러나
청소년들이 자신에 대한 탐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 상황에 놓여있다. 입시 위주
의 교육환경과 경쟁 체제, 과도한 학습 시간, 수면 부족,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인터넷·스마트폰
과사용,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자살, 학교폭력 등 다양한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이렇듯 정신건
강 문제를 호소하고 그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며, 상담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상담현
장에서도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소년 내담자들을 만나게 된다.
청소년기의 주요 발달적 과제는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조화롭게 실행될 수 있다. 대인관
계는 나와 다른 누군가와의 상호작용이므로 나를 먼저 이해하고 다른 누군가를 이해하는 것이

․

중요하다(류권옥 이순민, 2015). 자신에 대한 이해를 통해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세
상에 대한 관심을 넓혀갈 수 있도록 다양한 심리적 역동의 근거를 도울 수 있는 것이 에니어그
램이다.
에니어그램은 자신의 기질적 특성, 건강한 습관, 친구 관계 맺기에 대해 유용한 도움을 주어
건강한 청소년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청소년상담을 위한 에니어그램 유형별 내적
자원을 찾아주어야 한다는 연구(Nieuwenhuize & Majewski, 2001)를 통해 각 힘이 중심별로 관계를
맺고 상담을 위한 구조와 작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각 유형별로 겪는 문제 상황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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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며 이를 위한 상담적 접근과 방법 또한 다름을 제시하였다(이은하, 2015).
이렇듯 청소년 내담자를 위한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상담자에 대한 상담
사례 연구는 많지 않다. 에니어그램 유형에 따른 상담자와 청소년 내담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상담자의 경험 내러티브 연구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은 좌절이나 결핍에 대한 반응이고 타고난 것이 아닌 관계성에서 나타
난 것이라고 한, Fairbairn의 이론과 에니어그램심리역동을 중심으로 청소년 내담자와 양육자와
의 관계를 이해하고, 내담자 모녀의 대상관계가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와 상담자의 상호작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상담자의 경험 내러티브는 무엇인지 연구하고자 한다.

Ⅱ. 발달에 대한 이해
많은 이론들이 인간발달과정을 설명했다. 발달이론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이 생물학적 혹은 사회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함으로써 정신 병리는 물론 심리적 강
도를 파악할 수 있다(반건호, 2011). 사회정서적 발달에 초점을 둔 Erikson은 인간발달의 전생애
접근을 시도하였고, 8단계 이론을 정립했다.
청소년의 부정적 자아정체감을 Fairbairn 이론을 중심으로 영·유아기 때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발달적 특성
각 단계에서 성취해야 할 발달과업과 극복해야 할 위기를 통해 청소년기를 이해하고자 한다.
1) 1단계 : 신뢰감 대 불신감
신뢰감은 자신에 대한 믿음까지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믿음이다. 신뢰감은 생의 후기에
맺게 되는 모든 사회관계에서 성공적인 적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주 양육자가 영아의 신체
적·심리적 욕구를 잘 충족시켜주면 신뢰감을 형성하게 되고, 그 반대이면 불신감을 갖게 된다.
건강한 자아발달과 성장을 위해서는 불신감도 경험해야 하며, 그 비율은 신뢰감이 더 큰 비중을
갖게 되어야 한다.
2) 2단계 : 자율성 대 수치심
유아는 이 시기에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고 있지만, 자율성도 경험하기 시작한다. 유아
에게 새로운 것을 탐색할 기회가 주어지고 독립심이 생기면서 자율감도 발달한다. 유아의 지나
친 사랑과 과보호를 받게 되면 세상을 향한 자신에 대해 회의감과 수치심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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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단계 : 주도성 대 죄책감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행동을 선택할 자유가 주어지면, 자신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발달시키
고 자신의 계획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생긴다. 그러면서 유눙감을 획득하게 된다. 탐색과 주
도성이 질책과 직면하게 되면 죄책감을 느낀다. 자주 혼내고 의지를 꺾는다면 내성적이고 수동
적이 될 수 있다.
4) 4단계 : 근면성 대 열등감
자아성장의 결정적인 시기라고 보았다. 이 시기의 어린이는 가족의 범주를 벗어나 더 넓은 사
회에서 통용되고 유용한 기술들을 열심히 배우고자 하며 이를 숙달하고자 한다. 기본적인 과제
는 개인적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는 근면성을 획득하는 것이다. 제시하는 과제를 집중하고 탐구
하며 꾸준히 해결하려는 모습에서 근면성이 발달하며, 과제해결에 대한 성취감을 갖지 못하면
자신에 대해 열등감을 갖게 된다.
5) 5단계 : 자아정체감 대 정체감 혼란
청년기는 급격한 신체변화와 사회적 압력과 요구에 부딪히게 된다.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
하는 시기이다. 또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가치를 갖고 살 것인지 고민하는 시기이다. 한계를 검
토하고 의존적 관계를 끊고 새로운 정체감을 확립하는 시기이다. 자기 정체감, 삶의 목표, 삶의
의미를 명료화하는데 집중된다.
6) 6단계 : 친밀감 대 고립감
사회생활, 결혼생활을 하게 되면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이다. 정체감을
확립하지 못한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위축되는 경향의 고립감이 발생한다.
7) 7단계 : 생산성 대 침체감
성숙한 성인이 자기와 현재 가족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일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생산성이다. 자신의 꿈과 자신의 실제적 성취 사이의 불일치를 조정하는 시기이며, 생산성을 이
루지 못하면 때로 심리적 침체감이 생긴다.
8) 자아통합 대 절망감
별 후회 없이 생을 뒤돌아보고 개인적으로 보람을 느끼며 자아통합감이 생긴다. 자아통합을
이루지 못하면 좌절감, 절망감, 죄책감, 분노, 자기부정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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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기에 대한 이해
1) Fairbairn의 대상관계이론
Fairbairn이 말한 ‘자기’는 ‘사랑의 자기’이다. 태어날 때부터 사랑을 가지고 태어난 자기가 이
미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살아가는 환경 안에서 대상과의 상호작용을 하면서 어려움이 생기면 병
리적 발달이 일어나는 것이다. 병리적 방어기제가 생겼을 때, 상담자는 그 관계를 분석한다. 어
떤 관계를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상담자와 내담자는 치료적 관계를 맺는다. 그리고 그 속에서
관계 패턴의 변화가 상담의 목표가 되는 것이다.
Fairbairn은 사람을 타인과 관계하는 존재, 유아도 인간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존재로 보고, 타
인과 관계 속에 있는 자기를 분석의 대상으로 생각했다. 유아는 부모가 제공하는 돌봄을 통해
그 안에서 부모와 관계를 맺고, 이 관계의 형태는 유아가 성장하면서 타인들과 관계를 맺는 유
형으로 만들어 진다. 유아들도 어린 시절, 부모 및 주 양육자들과 경험한 상호작용으로 성장하
면서 또 성인이 된 이후에도 대상과 관계하는 것이다. Fairbairn은 리비도는 대상을 추구하며
유아가 초기에 맺은 대상과의 관계는 그 모든 관계 경험의 전형이 된다고 보았다(이재훈 역,
1999).
대상관계의 발달은 대상에 대한 유아적 의존이 점차 대상에 대한 성숙한 의존에게 자리를 내
어주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Fairbairn(1943)의 대상관계에 근거한 발달단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Fairbairn은 리비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발달이 ‘단계적으로 성숙
해 가는 의존’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즉, 유아적 의존단계에서 성숙한 의존단계로 진행된
다는 의미이다. 유아적 의존단계는 초기 유아가 어머니와 융합된 심리 상태를 유지하여 자신과
분리되어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대상과 미분화된 대상관계를 맺고 있고, 이 시기의 관계를 일차
적 동일시(primary identification)라고 부른다. 이때의 특징적인 태도는 ‘받기’이다. Rubens(1994)는
성숙한 의존 상태란 타인이 서로 가장 친밀하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맺으면서도 서로 개별적
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렇듯 일방적인 유아적 의
존과 달리 상호 의존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완전한 발달을 이룬 상태가 성숙한 의존단계
이다. 특징적인 태도는 ‘주기’이다. 유아적 의존단계와 성숙한 의존단계 사이에 과도기적 단계가
있는데, 의존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합일화한 대상을 외재화하고 대상을 수용 대상과 거절 대
상으로 이분화하는 특징을 가진다.
Fairbairn의 대상관계 이론의 기초가 된 것은 내적 대상과 내재화된 대상관계에 대한 Klein의
개념들이었으나 그녀와는 용어도 전혀 다르게 사용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에 대한 그의 이해도
그녀와는 달랐다. Klein에게 있어서 내적 대상은 모든 경험에 따라다니는 환상적인 존재였다.
Fairbairn에게 있어서 내적 대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들과의 대상관계가 실패했을 때 그 실패
를 보상해주는 대체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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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rbairn(1944)은 ‘리비도적 자아와 반리비도적 자아에게 양도된 영역을 최대한 통합하는 것,
흥분시키는 대상과 거절하는 대상을 가능한 한 중심 자아의 영향권 안에 두게 하는 것이다’ 라
고 표현하며 정신분석 치료의 가장 중요한 기능임을 강조 하였다.
만족스러운 부모관계는 유아의 중심 자아를 강화시키지만 부모와의 관계에서 좌절 경험은 중
심자아를 약화시킨다. 외부대상과 관계가 원활하면 내적 대상을 만들지 않는다. 관계가 어려워
지면 중심자아는 뒤로 철수하고 외부에 있는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 살아 움직이는 내적대상을
만드는 것이다. 내적 대상을 많아지는 것이 환상이 되고, 그 환상이 많아지면 힘들어진다. 그 환
상들이 부차적 자아로 활동하여 고민을 많이 하는 내향성 성격이 되는 것이다. Klein의 ‘환상’과
Fairbairn의 ‘내적 대상’과는 같은 의미인 것이다.
자신이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사실을 아이에게 확신시키지 못하는 어머니의 아이는 어
머니와 인격적 및 정서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다. 그 결과, 보다 초기의 단순한 관계 형태로 퇴
행하며, 부분 대상으로서의 젖가슴 관계를 재생시킨다(Fairbairn, 2003). 대상관계가 주로 외부세계
에서 일어나는 개인에게 있어서, 주는 것은 가치를 만들어 내고 고양시키는 효과를 가져 오며,
자기-존중감을 촉진시키지만, 대상관계가 주로 내면세계에서 일어나는 개인에게 있어서, 주는 것
은 가치절하와 자기-존중감의 저하를 가져온다(Fairbairn, 2003).분열성 특성을 드러내는 개인에게
서 발견되는, 부분 대상을 추구하는 경향성은 대체로 초기 구강기 이후 아동기에 부모와의 불만
족스러운 정서적 관계에 의해 생겨난 퇴행 현상이라고 말 할 수 있다(Fairbairn, 2003).
정신분석학에 대한 Fairbairn의 주된 공헌은 반복 강박증의 문제, 다시 말해서 리비도의 집착성
을 프로이트와 다르게 설명했다는데 있다. 그는 리비도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추구한다고 보았다. 인간의 행동의 기본 동기는 쾌락과 긴장의 해소라는 목적을 충족하기 위하
여 타인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들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데 있다는 것이다(이재훈 역,
2003).
아이의 가장 큰 욕구는 자신이 부모에게서 진실로 사랑 받고 있다는 것과 자신의 사랑이 부
모들에 의해 진실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2) Klein의 대상관계이론
Klein은 인간의 심리적 상태를 편집-분열적 자리(paranoid-schizoid position)와 우울적 자리
(depressive position)라는 두 가지 자리를 제시하였다. 여기서 자리는 “환상, 대상관계, 방어, 불안
등으로 구성되며 주체가 인생의 과정에서 언제라도 다시 들어설 수 있는 심리적 공간”이다(Otto
Weininger, 1992). Klein은 편집-분열적 자리와 우울적 자리 사이에 명확한 구분을 세울 수 없으
며, 인간은 두 자리 사이를 오고 가면서 정상적인 발달을 이루어 간다고 보았다. 즉 유아가 우
울적 자리에 도달했다 할지라도 불안을 촉발하는 상황에 부딪치면 유아는 편집-분열적 자리로
되돌아갈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편집-분열적 자리와 우울적 자리는 사실상 공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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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유아의 발달을 위해서 부모의 좋은 돌봄과 사랑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좋은 대
상의 내재화와 보상이 이루어지면 유아는 좋은 대상의 상실에 대한 불안을 줄일 수 있다. 부모
의 사랑과 적절한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아의 정서적 조직은 우울적 자리에 고착되어서
병리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 때 나쁜 대상들은 유아의 내면으로부터 온다(류권옥, 2016).
3) 애착이론
영아기에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형태의 사회적 발달이 애착이다.
애착이란 영아와 양육자(주로 어머니) 간에 형성되는 친밀한 정서적 유대감을 말한다(정옥분,
2014). 영아기에 형성된 애착은 성장하면서 개인의 정서, 인지, 사회성발달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다. 영아에게 편안한 상태에서 젖을 먹여주고, 만족감을 주는 부모의 양육행동은 좋은 애착
형성의 중요한 요건이 된다(Hetherington & Parke, 1993; Shaffer, 1993).
Erikson도 영아의 수유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일은 영아기의 안정된 애착관계 형성뿐 아니라 성

․

장한 후 아동이 자신이 몸담고 있는 세계에 대해 느끼는 신뢰감의 기초가 된다(윤진 김인정
역, 1988).
어머니의 아기에 대한 반응의 민감성과 신속성, 어머니와 아기의 접촉의 양을 애착형성의
중요한 요인인 것이다. 이렇듯 애착은 어머니와 영아 간의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
이다.

Ⅲ. 에니어그램심리역동
에니어그램은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의 패턴이 담긴 아홉 가지 관점이다. 에니어그램은 건강
한 심리적 에너지를 흐르게 하여 개인에게 존재의 힘을 준다.
유형별 습관적인 행동탐색을 통해 무의식적인 습관, 행동에 대해 알아차리고 상황에 대한 조
망, 대처력이 길러진 것 또한 보고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에니어그램이 청소년들의 자아정체
감 형성과정에서의 삶의 태도, 대인관계탐색, 행동 알아차리기 등에 유용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음이 나타났다. 또한, 상담자 자신이 내담자마다 지닌 각 성격유형을 접할 수 있고 자주 반복
할 수 있는 패턴적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과 인식력이 증
대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이은하, 2015).
청소년들의 힘의 중심을 아홉 가지 기질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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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완전욕구(1번 유형 청소년)
1번 유형의 청소년들은 완전욕구를 추구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완벽함을 얻지 못하면 강
박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어떻게 고칠까에 대해 집착하고 분노를 느낀다. 자신과
타인에 대해 비판적으로 되며 자신의 옳다고 여기는 것들 외에는 배타적이다. 이분법적 사고를
하고 스스로가 세운 기준과 규칙에 얽매이며 만족하지 못한다. 스스로를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2. 사랑욕구(2번 유형 청소년)
2번 유형의 청소년들은 사랑욕구가 많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상황에 관심이 많고 친절하
며 배려하고 돕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자신이 베풀어준 사랑만큼 받지 못하면 서운해 하고
의심하며, 자신에 대해 비난하고 평가한다. 자신보다는 타인의 의견 등에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이나 주장을 해야 하며, 자기의 할 일 등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성공욕구(3번 유형 청소년)
3번 유형의 청소년들은 성취욕구가 많아 중요한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집중하는 경향
이 있다. 자신이 원하는 평가가 이루어질 때 성공했다는 존재감을 느낀다. 성과가 드러나는 일
에 대한 성취의식으로 불건강할 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하고 경쟁적이 되며 그에 대한 스트
레스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4. 독특욕구(4번 유형 청소년)
4번 유형의 청소년들은 매사에 독특한 것과 자신만의 것을 원하는 독특욕구가 많다. 자신을
의미 있고 특별함에 빠질 때가 있다. 의미 있고 깊이 있게 하는 만남을 즐기며 감정적인 내면의
세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감정적인 것보다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 필
요하다.

5. 전지욕구(5번 유형 청소년)
관찰하고 탐구하고자 하는 전지욕구가 많은 청소년들은 자신의 관심사 안에서의 지적욕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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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한다. 정보를 검색하고 관심 있는 주제와 책에 깊게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성향 이
때때로 감정은 억압하고 객관적인 논리와 사실에 집중하여 침묵하는 태도를 보인다. 타인과 함
께하는 다양한 경험과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필요하다.

6. 안전욕구(6번 유형 청소년)
6번 유형의 청소년들은 안전욕구를 추구하여 성실하고 안전하게 꼼꼼히 준비하는데도 걱정이
많다. 믿음과 신뢰를 중요시 하고 시간을 잘 지키는 등 정확한 것을 추구하다보니 소심해 지고
불안한 마음이 들면서 확인하는 행동을 한다.

7. 행복욕구(7번 유형 청소년)
7번 유형의 청소년들은 행복하고 즐거워하며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며 행복욕구를
추구한다. 긍정적이며 낙천적이고 좋아하는 것들을 쫓다보니 장기적인 계획과 실천하는 것을 어
려워하고 두려움을 갖게 된다. 어렵고 힘들지만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고 완성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

8. 힘욕구(8번 유형 청소년)
8번 유형의 청소년들은 강함을 추구하고 자기를 주장하며 타인들을 힘으로 통제하기를 원하
는 힘의 욕구가 많다. 건강하게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인정과 수용이 필요하다. 욕구가 충
족될 때 건강한 힘에 대한 추진력과 행동하는 능력이 생기고, 충족되지 못 할 때에는 우울함과
자기비하를 하게 되며, 타인에 대해 강압적이고 공격적이 될 수 있다.

9. 평화욕구(9번 유형 청소년)
9번 유형의 청소년들은 조화와 평화를 바라는 사람으로 평화욕구를 추구한다.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 보다는 참고 인내한다. 그러다 보니 자기내면에 분노가 쌓여도 표현하지 못하고 내적
갈등을 하게 된다. 너무 오래 생각을 하거나 참기보다는 자기주장을 하는 것이 도움된다. 온전
한 평화욕구를 채울 수 있도록 인정과 수용이 필요하며, 그것이 충족될 때는 건강한 힘에 대한
추진력과 행동력이 생기고, 충족되지 못할 때는 우울함과 자기비하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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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에니어그램심리역동을 활용한 상담
1. 머리중심(전지욕구) 청소년 내담자 분석
본 사례는 2017년도 6월부터 10월까지 주 1회 개인상담으로 총 12회기와 부모상담 2회기, 추
수상담 2회기로 총 16회기를 진행하였다. 연구사례를 위해 부모에게 동의를 받은 후 상담을 진
행하였다.
본 사례는 가족 관계 안에서의 소통에 대한 어려움으로 내담자는 상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원했으며, 어머니도 자녀문제로 고민 중에 지인에게 정보를 제공 받아 센터로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다. 내담자는 만 16세로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다.
내담자와의 첫 만남은 요즘 또래들과는 다르게 화장 끼 전혀 없는 얼굴에, 머리는 앞머리 없
이 이마를 보이게 하여 하나로 모아 뒤로 묶어 단정하였다. 옷차림은 박스 티와 반바지 차림으
로 보통의 체격이었다. 상담자의 질문이나 이야기에 자신의 생각을 잘 말하고 순간순간 올라오
는 감정을 많이 억누르며 그 감정을 추스르려고 하던 말을 잠깐씩 멈추기도 하였다. 계속 손가
락 끝을 뜯듯이 만지작거리기를 반복하였다. 접수면접 서류 작성 때 부모와 조부모의 정확한 나
이를 연령대로만 알고 있었고 물어보니 정확하게 모른다고 답하였다.
내담자는 아동기 때부터 쌓인 가족들에 관한 불편함을 없애기를 원하고 현재의 불편한 상황
들에서 벗어나 마음 편하게 집에서 생활하기를 호소하였다.
본 사례의 내담자 가족구성원은 아버지(49세, 회사원), 어머니(45세, 회사원), 오빠(20, 대학생),
남동생(15세, 중학생), 할아버지(70대), 할머니(70대)로 7인 가족이다.
아버지는 회사원으로 업무상 격일 근무를 하고, 내담자와 제일 비슷한 외모와 성격이라고 표
현하였다. 무뚝뚝한 성격이고 남동생만 표시 나게 예뻐하고 잘 해 준다고 하였다. 어머니는 회
사원으로 자기계발을 위해 관심 있는 분야를 공부하고 있으며, 그로인해 주말에도 여러 연수와
교육에 참석하는 등 일과 학업, 가사로 늘 바쁘다고 하였다. 현재 오빠는 대학 기숙사에서 지내
고 집에는 한 달에 한번 또는 두 번 정도 온다고 하였다.
내담자는 어릴 때부터 공부 등 자신의 할 일은 알아서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며, 같이 잘 놀았
었는데, 지금은 가족들의 일 등에는 전혀 개입이나 관심이 없다고 하였다.
남동생은 밝은 성격이며, 자신이 원하는 것은 끝까지 요구하고 쟁취할 때가지 말하는 성격이
라고 하였다. 최근의 변화는 약 9개월 전부터는 조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는 것이다. 할아버
지와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치매 증상으로 함께 지내게 되었는데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치매 증
상이 호전되어서 병원에서도 놀라워했다고 하였다.
어머니의 보고에 기초하여 발달력을 살펴보면, 내담자는 생후 1개월 쯤 어머니의 직장 문제로
부모와 떨어져 타 도시에 살고 계시는 조부모에게서 약 1년 정도 키워졌다고 하였다. 동생이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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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고 어머니가 신생아를 돌보느라 내담자를 천덕꾸러기 취급을 하였고, 세 남매를 키우며 맞
벌이를 하다 보니 아이들의 양육을 ‘짐스러워 했다’ 고 하였다.
어머니의 기억에 내담자는 유아기에 활발한 성격이었는데 그 성격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억
지로 누르기만 했다고 하였다. 아동기 때는 내담자를 잘 키우려하기보다는 그저 밥만 먹여 키웠
다고 보고 하였다. 애정을 주지 못하고 특히 거짓말(빵 봉지를 눈앞에서 버리고 안 버렸다고 할
때 등)을 하면 야단을 많이 쳤다고 하였다. 자라면서 동생과 많이 부딪쳤는데 지금은 동생이 있
으면 하던 말도 멈추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싫어해서 피하며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내담자는 동생이 없어지면 좋겠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이러저러한 문제로 인해 내담자는
초등 6학년 때, 타 도시 개인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은 적이 있으며, 소심하고 무뚝뚝한 성격 문
제로 상담을 의뢰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내담자보다는 가족 관계(특히 부모에게)에 문제가 있다
고 했고, 상담을 지속하려 했으나, 이동 거리가 40분 정도여서 여건상 상담을 계속 받지 못했다
고 하였다.
어머니에 의하면 내담자가 청소년기로 들어서며 더 무뚝뚝해지고 자신감이 없고, 어두운 표정
으로 있을 때가 많았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으며, 집에서 빨리 독립하고 싶어 한다고 하였
다. 아버지와는 남같이 지내고 있으며, 아버지 또한 동생만 예뻐하고 막무가내로 요구하는 것이
있어도 다 들어준다고 하였다.
본 사례 내담자의 학교생활을 살펴보면,

○○에서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 입학 전 이사를

와서 현재 다니는 학교에는 중학교 때 친구들은 몇 명 없다고 하였다. 어머니는 내담자가 교우
관계에 의미를 두지 않고 혼자 다니고‘내가 왜 친해져야 하는지 모르겠고 친구가 필요 없다’고
말해서 걱정이라고 하였다. 내담자의 친구관계를 살펴보면 중학교 때 친구들이 있는 예전 살던
동네로 주말에는 종종 자주 가서 함께 놀기도 하며, 현재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중학교 친구
들과는 가까이 지내고 있고, 초등 때부터 중학교 다닐 때까지 동네에서 함께 자라서 서로를 너
무도 잘 아는 아주 친밀한 관계이다. 현재 다니는 고등학교에서는 중학교 때의 친구들과만 지
내며, 고등학교 입학 후 새로 사귄 친구는 서너 명 정도이다.
1) 에니어그램 검사 및 결과
전체그래프의 점수대가 38점~65점 사이 대에 머무르고 있고 그래프의 모양대가 굴곡이 있고
가장 낮은 점수가 38점이고 가장 높은 점수가 65점으로 나타나 그 차이가 27점 정도의 차이가
나는 급경사를 보인다. 이런 경우 자신의 욕구와 에너지를 발휘 하는 데도 과도하게 욕구를 발
휘하거나 급격하게 낮아진 욕구 때문에 기복이 있을 수 있다. 전지 욕구와 평화욕구, 사랑욕구
가 높다. 행복욕구와 성취욕구가 낮으며, 점수의 격차가 크다. 주변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
고 평안한 상태이고 싶으며,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크다. 자기 성찰에 대한 관심이 높은 반면
목표와 기준이 낮아 외부적인 성과를 표출하는 것이 미약할 수 있다. 강박적일 수 있으므로 잘

- 133 -

에니어그램심리역동연구, 제4권 제2호

<표 Ⅳ-1> 내담자 에니어그램심리역동검사 결과
머리중심

가슴중심

배(장)중심

5

6

7

4

3

2

1

9

8

전지

안전

행복

독특

성공

사랑

완전

평화

힘

65

47

38

61

42

62

49

63

46

한 것에 대한 칭찬과 인정이 필요할 수 있다.
잠재력으로는 독특욕구(61점), 안전욕구(47점)로 독특욕구 영역이 발달하여 자기만의 생각이
있고 흥미로운 것을 꾸준히 탐구하는 독립적인 성향이 나타난다. 내담자는 통합방향으로 안정적
일 때 집중력과 편견이 없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상황을 받아들이고 추진력이 있어지는 힘
욕구 성향으로 나타났다.
2) K-YSR(Youth Self-Report) 검사 및 결과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 오경자, 하은혜, 이혜련, 홍강의, 2001
YSR은 청소년 본인의 보고를 통해서 정서 및 행동 문제를 평가하도록 개발되었다. 청소년기
에는 자아성찰 능력의 성장으로 본인의 문제를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며, 가정 외에서 활
동하는 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기보고식 평가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오경자, 김영
아, 2010).

내재화 외현화 총문제
척도

척도 행동척도

<표 Ⅳ-2> 내담자 K-YSR검사 결과
Ⅰ Ⅱ Ⅲ Ⅳ Ⅴ

Ⅵ

Ⅶ

Ⅷ

불안/

위축/

신체

사회적

사고

주의집중

규칙

공격

우울

우울

증상

미성숙

문제

문제

위반

행동

점수

25

5

46

13

6

5

3

4

2

3

4

T점수

64

41

53

51

86

60

56

51

50

50

50

문제행동 총점은 T점수=53으로 정상범위이며, 내재화 척도는 T점수=64으로 임상범위, 외현
화 척도는 T점수=41으로 정상범위이다. 현재 임상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제행동 증
후군은 위축/우울이며 준임상범위에 해당하는 문제행동 증후군은 없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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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담 회기 내용
(1) 1회기_ 2017. 06. 13 (내담자)
어릴 때부터 가족 사이에 불화가 있어요. 아빠, 동생과 사이가 안 좋아요. 아빠는 상처받게 말
을 해요. 아빠는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아니 싫어해요. 엄마와도 그렇고요...... 불편해요......
전체적으로 가족과 나의 화법이 맞지 않아요. 집에 있는 게 불편해서 학교에 일찍 가요.

(2) 2회기_ 2017. 07. 01 (내담자)
저도 문제가 있겠지만, 예전(유치원 때)부터 가족에게 문제가 있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누적되
어서 제 성격에 영향을 미쳤어요. 제 생활의 걸림돌이 되었어요. 가족이야기만 하면 눈물이 나
요(참다가 눈물 흘림). (눈물을 닦으며)죄송해요.
제 마음을 편하게 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 상담을 받는 이유지만, 내가 가족관계를
개선하기를 원하는 것인지, 그냥 자립을 원하는 것인지, 무엇인지 혼란스러워요(긴 한숨을 쉼).
저는 센터에 들어오는 순간 치유되는 것 같아요. 치유되는 느낌이었어요.
저 그런 심리검사 하는 것 좋아해요. 저를 알아가는 것 같아서요. 상담사가 되고 싶어요. 그런
데 이렇게 가족과 소통도 안 되고 어려움이 있는데 상담사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3) 3회기_ 2017. 07. 08 (내담자)
지난 주말에는 잠만 잤어요. 평소에도 잠이 많은 편이긴 한데, 집에 있을 때는 거의 잠만 자
요. 그게 나아요. 오늘도 여기 안 왔으면 계속 잤을 거예요.
중학교 때 있었던 현상인데...... 아빠가 크게 교통사고 났었어요. 그 당시는 밤이었고 저는 일
찍 자고 있었는데 교통사고 소식에 이 사람들(가족들)은 저를 깨우지도 않고 병원으로 갔어요.
깨워도 잘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저는 다음 날 평소와 같이 등교하고 오후에 엄마가
알려줘서 알게 됐어요. 아빠가 크게 다쳤는데도 눈물도 나지 않았고 슬픈 생각도 전혀 없었어
요.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높은데, 그 때는 전혀 안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덤덤했고......
나, 이상한 가? 엄마는 아니라고 했지만, 그 사람들(가족들)은 안 좋은 일 있는데, 잠만 잤다고
저를 비난했어요. 그래서 현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노력하면 달라질까요? 그래도 조금은 달라지겠죠?

(4) 4회기_ 2017. 07. 15 (내담자)
기말고사 마치고 동아리 페스티벌로 바쁘게 보냈어요. ‘물흐름’이라는 법 동아리 활동을 하는
데 학생자치법정 참관도 하고 견학도 가고 검사 초청해서 강연도 듣고 모의재판도 해요. 재미있
는 활동인데, 이번 주는 페스티벌과 감기까지 앓아서 너무 피곤했어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자전거를 타고 등하교를 하는데, 사고가 날 뻔했어요. 엄마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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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기 하니까...... 잘 보고 다니라는 엄마의 반응이 이성적으로 적절함은 인식하지만, 가슴으로는
와 닿지 않았어요......(한 숨을 내 쉼) 뭔지...... (답답한)그건 아닌데...... (눈물을 흘림. 한참 말없이
그대로 있었음. 약 5분 정도. 티슈로 눈물을 닦고 얼굴과 머리를 쓸어 마음을 다잡는 것 같이
함. 새 티슈 한 장을 뽑아 책상 위에 놓고 돌돌 돌리더니 순식간에 장미꽃을 만들어 줌. 상담자
가 놀라워하며 격하게 반응하자) 전에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줬었는데, 엄마는 칭찬하는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뭔가 해오면(자신의 만든 것 등의 소소한 작품), 해 가지고 와서 보여줘
도 한 번 보고 끝났어요. 아빠도 뭐...... 엄마가 피곤해서 보지도 못하고 그냥 자 버릴 때도 있었
어요. 엄마의 말과 반응, 비언어적인 것들...... 어릴 때부터 원했지만, 받지 못 해 힘들었어요. 애
정결핍 증상이예요. 다른 사람들과 전화 통화하는 것, 별로 중요한 것 같지도 않은데 잠깐 끊고
내 얘기 들어주면 되는데. 말로만 그러는 것, 적어도 나 같으면 크는 게 아까워서라도 들을 것
같은데! 엄마는 늘 자기변명만 말해요.

(5) 5회기_ 2017. 07. 22 (내담자)
걔(동생)가 그렇게 천방지축이 된 원인은 다 아빠 때문이에요. 안 그랬다고 하지만 다 치워주
고 받아줬어요. 저는 동생에게 온갖 방법을 다 써 봤어요. 회유, 호통, 호소, 협박 등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으나 소용이 없었어요. 누나 노릇 못했죠. 누나로 인정하지도 않았고요 저도 동
생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요...... 밖에서는 모범생, 집에서는 무너지는 동생...... 이모는 애증의 관
계라고 했어요. 미운 것도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관심 없는 사람한테는 진짜 아무 것도 안
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엄마는 동생이 저를 끔찍하게 아낀다고 어릴 때 싸우고 왔을 때 동
생이 더 속상해 했다고 하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어릴 때 철없을 때의 모습은 어리니까
라고 인정하지만, 커서는 타인도 생각해야 하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서...... 한편으로는 내가 힘
들어서 덮어씌우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빠는 “네가 해 주면 되잖니”, 엄마는 “기본 적인
것은 해라” 그렇게 늘 얘기했어요. 지금은 잘못은 안하지만 동생이 너무 미워요. 잘못한 상황
등에 대해 잘 설명 해주면 이해하는데 늘 엄청 혼났어요.
옛날 생각만 해도 울컥울컥 하던 것이 덜 해진 것 같고, 오늘은 웃으면서 얘기 했어요. 감정
이 무뎌지는데 잔상과 느낌으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6) 부모상담_ 2017. 07. 28 (내담자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저는 다 똑같이 대하고 있어요. 특별히 막내한테만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녀석
은 참...... 제가 어릴 때 좀 힘들게 컸어요. 그래서 좀 주눅 들어 있었던 적도 있고 말도 별로 하
고 싶지 않았고...... 그런데 둘째가 저랑 똑같은데, 정말 싫더라고요. 다 제 탓이라고 하니까 제
가 달라져야겠지요.
어머니: 애들이 어릴 때는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지난 얘기지만, 남편하고 갈라설 생각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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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요.

○○이가 좀 많이 예민한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고. 밝아져서 자신감 갖

고, 자기 할 일 신경 쓰고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릴 때, 막 대했던 거 사과는 할게요.

(7) 6회기_ 2017. 08. 05 (내담자)
도서관에서 심리책, 애착에 관한 책을 읽었어요. 애착유형이 있고, 애착도 만들어 지는 시기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엄마한테 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머니와 살았는지 확인해 봤어요. 완전
히 놓친 거잖아요. 애착형성 시기 때 할머니 손에서 자라고 있었으니까 애착이 없는 것은 아닌
지...... 난 애착이 있다면, 회피애착 유형 같고요. 그 형성 기간에 만들어진 애착이 커가면서 영
향을 얼마나 미치는지 궁금해요. (상담자의 애착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이제 좀 안심이 되긴해
요...... 더 알고 싶어요. 자세히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요.

(8) 7회기_ 2017. 08. 11
아빠가 센터까지 차를 태워줬어요. 아...... 진짜 어색하고 불편했어요. 계속 안탄다고 그냥 쉬
라고 했는데, 지금 나가면 쓰러진다고 타라고 했어요. 나간다고 말 안했는데 아빠가 먼저 얘기
했어요. 어색하고 불편한 것은 자꾸 오버랩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내일이 아빠 쉬는
날인 것 알고 차 태워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사람 힘들게 피곤하게 하지 좀 말라구’했던 기억
이 나서요. 그래서 오늘 쉬라고 하며 거절한 건데, 자기 오늘 하루 종일 쉰다고 하며 태워줬고,
얼마 전에 엄마가 아빠한테 “당신이 그렇게 말해서 애가 마음의 문을 닫았어”라고 말해서 그런
것 같아요. (상담자가 아빠가 가까워지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아닐까?)그러니까요...... 어색하고 불
편하고...... 근데 이미 한 번 말했잖아요. 억지로 말하는 건 아닐까요...... 또 데리러도 온다는데,
좋은 것은 시원하고 편한 것 뿐 이예요. 이런 친절은 원하지 않는다고 아빠 것만 원하지 않는다
고 말하고 싶어요.

(9) 8회기_ 2017. 08. 19
엄마가 자꾸 미안하다고 해요. 엄마가 우리 남매들, 자녀 양육을 잘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되고, 미안하다고 해요. 4살 때, 양치를 안 하고 제가 도망을 다녔대요. 그 당시 엄마가 너무 힘
들었는데, 애를 그래서 뺨을 때렸대요. 그래도 미안하다고 해서 괜찮다고는 했어요. 실은 괜찮지
는 않아요. 어떻게 4살밖에 안 된 애를 때려요...... 가족은 불가피한 인연 같아요. 엄마가 원만한
가족관계를 이어가고 싶은가 봐요.

(10) 9회기_ 2017. 08. 26
제가 새롭게 요리 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진짜 오랜만에 했어요. 샌드위치를 만들었어요. 엄마,
아빠 퇴근하면 먹으라고 해 놓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안 드신다고 했고, 오빠도 맛있다고 먹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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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 동생은 해 주기 싫었는데, 동생한테도 먹고 싶음 먹으라고 했는데, 먹더라구요. (가족들에
게 샌드위치를 만들어준 마음은)음...... 뭐 괜찮았던거 같아요. 오빠도 기숙사 다시 들어가니까
이런 거 좋은 거 같아요.
떡볶이가 맛있는 집에서 사 가지고 집에 가서 먹었는데, 동생을 줄까말까 하다 먹으라고 남겨
좋았거든요. 안 먹을 줄 알았는데, 먹더라구요. 잘 먹었다고도 했어요, 그러는 애가 아닌데요.

(11) 10회기_ 2017. 09. 02
아빠가 오늘도 차 태워 주셨어요. 이따가 마치고 시간 맞춰 나가야 해요. 뭐 전처럼 불편하고
그러진 않아요. 제가 편히 왔다가 가는 거니까.
엄마가 우리 형제들을 호출 했어요. 아파트 안에 정자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서 서로 잘 지
냈으면 좋겠다 뭐 여러 얘기를 했어요. 엄마가 저 밝아졌다고 좋다고 했어요. 저는 밝아졌나? 나
원래 이랬는데...... 했죠. 그리고 산책도 했는데, 주말에 엄마가 등산을 가자고 했어요. 도서관은
자주 가긴 했지만 도서관도 가기로 했구요.

(12) 11회기_ 2017. 09. 09
집에 친구들이 왔었어요. 거실에서 애들하고 티비 보고 놀고 있었는데, 아빠가 우리를 보고는
놀으라고 하고 그냥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전에 친구들이 왔을 때는 우린 거실에 있고 싶었는
데, 아빠가 제 방에 들어가라고 해서 짜증났었거든요. 동생이 친구들이랑 놀 때는 거실에서 시
끄럽게 했는데도 뭐라고 안 해 놓고서요. 이번에는 피자 시켜줄까 물어도 봤어요.
지금은 좋은 것 같아요. 집에 있는 것도 편하고요. 전에는 동생하고 같은 집에 있는 것 조차
도 끔찍했는데, 얘가 제 말을 들어요. 식탁 위에나 거실에 어지러 놓은 거 네가 했으니까 치우
라고 하면 알았다고 하고 한 참 있다가 치워요. 걔가 왜 변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엄마가 얘기
했나? 들을 얘가 아닌데, 우리 다 포기 했었거든요.
(13) 12회기_ 2017. 09. 23 (상담 종결)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엄마나 아빠가 노력하시는 건 같아요. 가족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보
다는 더 잘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우리 가족도 그런 날이 올까요? 오겠지요. 2주 뒤쯤에

○○

축제를 하는데, 불꽃놀이도 한다고 해서 저녁에 가족들과 가기로 했어요. 가까이에서 본 적 없
는데, 기대돼요.
상담을 마치게 되니까...... 센터에 올 때마다 제가 치유 받는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밝아진 것
같아요. 엄마도 그렇게 얘기 하고요. 이제 집에 있는 것도 편하고, 자꾸 오버랩 되기는 하지만,
엄마도 아빠도 다는 아니지만, 이해되는 것 같고요. 다시 또 전처럼 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
각이 들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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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추수상담_ 2017. 10. 14 / 11. 04
아빠와 배드민턴을 쳐요. 아빠도 운동 좋아하고 저도 배드민턴 좋아하거든요. 음 몇 달 전에
는 생각도 못 했던 일들인데(웃음).
원래 동물에 관심이 많고 좋아했었는데, 친구랑 유기견 보호소에 봉사 활동을 다녀오고는 더
많아졌어요. 앞으로도 계속 가기로 했고, 동물행동치료에 관심이 생겼어요. 인간심리는 원래 관
심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진로가 고민되어요. 인감심리를 할지, 동물심리를 할지. 요즘은 진로
생각을 많이 해요.
오빠가 혼자 여행을 갔어요. 여수로요. 저 상담 끝나는 시간쯤에 역에 도착한다고 해서 아빠
랑 오빠랑 같이 집에 들어 기기로 했어요. 그렇게 혼자 여행도 다니고 좋은 거 같아요. 부러웠
어요. 저도 혼자 여행도 가고, 그럴 수 있겠죠?
4) 부와 모의 에니어그램 검사 결과

<표 Ⅳ-3> 상담자의 부, 에니어그램심리역동검사 결과
머리중심

가슴중심

배(장)중심

5

6

7

4

3

2

1

9

8

전지

안전

행복

독특

성공

사랑

완전

평화

힘

31

38

31

37

31

38

41

35

34

<표 Ⅳ-4> 내담자의 모, 에니어그램심리역동검사 결과
머리중심

가슴중심

배(장)중심

5

6

7

4

3

2

1

9

8

전지

안전

행복

독특

성공

사랑

완전

평화

힘

37

45

23

39

29

27

47

22

39

2. 배중심(완전욕구) 상담자 분석
상담자 본인은 40대로 성별은 여자이다. 상담심리학 석사, 상담 관련 경력으로는 초등학교 위
클래스에서 상담교사로 1년 근무하였고, 상담센터에서는 상담사로 5년차이다.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 프로그램 및 상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에니어그램역동심리검사를 검사도구로 많이 사용
하고 있다.
상담자 본인의 에니어그램심리역동검사 유형은 1W2, 분열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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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니어그램 검사 및 결과
완전욕구의 상담자는 자기의 기준에서 자신은 늘 객관성을 유지하며 모두에게 공정하고 공평
하게 타인들을 대한다고 생각한다. 모두에게 규칙과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더 세
밀한 기준과 원칙들이 많고 그것을 지켜서 자신을 포함함 모두가 옳은 것을 추구하기를 소원하
며, 사명감을 가지고 끈임 없이 노력하고 그러다보니 늘 긴장과 강박 속에 있다.
나의 완전함을 위해 또 그것을 추구하여 완전한 나를 볼 때 행복해 한다. 그렇지만 그 기준은
늘 자신이 만든다. 스스로가 만든 통제 속에서 타인들이 벗어나는 모습들을 볼 때 괴로워하며
분노한다. 또 공격한다. 그 분노를 조금이라도 건강한 방향으로 표현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자
신의 기준일 뿐, 타인들은 괴로운 것 같다. 그러나 괴로운 타인들은 완전욕구의 나에게 사랑받
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는 불만스런 잔소리도 하지 않는다.
완전함 속에는 작은 내면 아이가 있어 질투도 하고 두려움과 걱정도 많아 쉬지 않고 일을 하
며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안의 평화를 지키고 유지하려 한다. 개인에게나 소속된 그룹에서도 모
범을 보이고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려고 한다. 그 안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찾으면서 기쁨과 여유
로움을 갖게 되는데, 타인이 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융통성은 적지만 객관적이고 완전함을 위한 질서와 규칙이 있기에 타인들에게는 신뢰를 줄
수 있고 조직 안에서도 의리를 지키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완수한다. 자신이 추구하는 높은 기
준과 원칙, 목표를 알고 있어 그것을 내려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생활 속에서 깨어있는 나를 위해 내가 가진 기준들을 정리해 보고, 옳지 않다고 여겨지는 것
을 볼 때 느껴지는 내 안의 분노에 대해 깨닫고 내가 주로 사용하는 말투를 써보기를 하고자
노력한다.

<표 Ⅳ-5> 상담자 에니어그램심리역동검사 결과
머리중심

가슴중심

배(장)중심

5

6

7

4

3

2

1

9

8

전지

안전

행복

독특

성공

사랑

완전

평화

힘

31

38

31

37

31

38

41

35

34

2) 상담자 경험 내러티브(상호작용 중심으로)
4회기 때, 눈물을 닦고 새로운 티슈 한 장으로 장미꽃을 만들어 주었을 때이다. 티슈로 장미
꽃을 만들어 상담자에게 준 그 상황에 대해서 꽃을 받아서 기뻤던 감정과 티슈가 꽃이 된 것에
놀랍고 신기했다. 그런데 내담자가 눈물 흘리고 예전의 일을 생각하다가 상황을 바꾼다고 인지
하고 ‘눈물 보인 것이 부끄러운가, 창피했나, 예전 일 생각하는 것이 싫었나, 그 때의 감정에 그
냥 머무르지, 갑자기 왜 이렇게 하지?’ 하는 생각이 순간 지나갔다. 그 감정에 더 머물러도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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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은데, 충분히 그 때의 슬픔, 원망에 머무르면서 지금 다 풀면 더 좋을 텐데 하고 아쉬웠다.
상담자가 ‘바꿔버림’으로 인식하며, 자신의 완전욕구가 작동되었다. ‘여기에서는 더 머물러야해’
라고 하는 인식 때문에 내담자가 그 뒤에 한 말들과 그 감정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을 못 해
주었다.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내담자는 4번의 날개를 작동시켜서 이미 타인 때문이 아
닌 자기 안의 감정이 머물러 있는 중 이었건 것이다. 티슈 장미꽃은 내담자의 확장인 후속 행동
이었다. 티슈로 장미를 만들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 했으나, 바로 순간적인 공감과 충분
한 공감을 하지 못한 것이다. 상담자가 자신의 완전욕구를 뒤로하고 5W4의 내담자의 욕구를 그
순간에 잠깐 잊지 않았다면, 내담자가 충분한 공감과 감정반영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내담자가 상담자의 부족한 공감 반응이었음에도 “엄마는 달랐다”라는 의미는 이미 그
순간 대상관계의 회복을 경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받지 못 해서 애정결핍 증상이라고 하며
지나갔으나, 모에게서 받은 것과는 다른 관계를 경험하고 대상관계의 회복의 계기가 되었을 것
이다.
6회기에서 애착 관련 책을 읽었다고 하며, 예상되는 자신의 애착유형을 말하고 애착 형성 시
기에 자신이 엄마와 떨어져 살아서 그 영향에 대해 걱정하며 질문을 했다. 상담자가 애착에 관
하여 설명을 해 주자 계속 애착에 관해서 말했다. 애착 대상이 엄마만 되는 줄 알고 있다가 주
양육자니까 할머니도 해당되고 할머니와도 잘 만들어 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하니 안심을 했다.
더 궁금해 하며 계속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해서 다음 시간에도 알려 주기로 약속을 했
다. 이 회기에서도 상담자는 자신이 준비, 계획한 상담을 이끌어 가고자 하는 완전 요구가 발휘
되었다.
내담자에게 애착을 더 잘 설명 해 주기 위해 상담자는 애착 관련 도서를 다시 읽는 자신을
보았다. 대충 읽었다고는 했지만, 전지 욕구를 가진 내담자이기 때문이었다. 그 욕구에 만족을
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상담자도 완전욕구였다.
매 회기 상담 진행 후, 회기 보고서 작성을 하며 깨달았다. 내담자에게 여러 가지 정보제공하
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당연히 상담자로서 내담자에게 정보제공을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상담
자와 내담자의 상호작용이 계속 정보를 제공하며 끌려가는 느낌도 들었다. 상담자가 정서적인
것에 반응을 해 줘야 하는데, 내담자의 알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그 것에 상담자가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알고자하는 욕구에 반응하는 상담자를 알아차리게 되었다.
상담회기 진행 중, 내담자에게 정보제공을 하는데 만족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
다. 내담자가 궁금해서 질문한 것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멍해 보이는 초점 없는 눈빛으로 변해
있었던 것이었다. 순간 속으로는 당황스러웠다. ‘아, 정보제공이 제대로 안되고 있구나.’ 완전욕
구의 상담자는 내담자의 전지욕구가 충족이 안 되고 있다고 해석을 하고 계속 만족시켜 주고자
행동했다. 즉시성과 자기개방을 통해 질문하며, 내담자와 계속 상호작용하고, 배중심 상담자가
머리를 계속 작동시키고 있었다.

- 141 -

에니어그램심리역동연구, 제4권 제2호
상담자는 머리형 내담자들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다. 이 또한, 완전욕구가 작동하여 전
지욕구를 충족 못 해줄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에니어그램 검사를 하기 전, 내담자가 보고하는 모와의 에피소드로 예상되는 에니어그램은 유
형은 1번 완전욕구였다. 내담자를 통해 보고 들으면, 건강하지 못 할 때의 완전욕구의 모습이
예상되었다. 혹여라도 모의 상황를 상담자가 대변하는 것처럼 내담자가 느끼지는 않을까 조심스
러웠고, 신경을 쓰고 내담자에게 말 한마디 한마디를 더 주의했었다.
부모님이 상담을 위해 방문했을 때, 에니어그램 검사를 권했고, 검사를 권하는 이유와 목적을
설명했다.
검사 결과는 위의 내용에도 있지만, 부는 가슴중심, 3W2, 통합방향이고, 모는 배중심, 1W2,
분열방향이다.

Ⅴ. 결론 및 제언
아동의 세계에서 주요 대상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아동이 이들을 어떻게 경험하였는지,
주요 대상 및 대상에 대한 경험이 어떻게 내재화되었는지, 대상에 대한 내적 이미지 혹은 표상
이 성인의 무의식적 삶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강조하였다(Nancy, 1994).
청소년 내담자와의 첫 만남을 하고 난 뒤, 특별히 영유아기의 어려움이 있었음이 보고되어
Fairbairn의 이론으로 내담자를 분석하였다. Fairbairn은 유아가 초기에 맺은 대상과의 관계는 그
모든 관계 경험의 전형이 된다고 보았는데, 내담자는 생후 1개월 때부터 부모와 떨어져 성장했
고, 어머니와 영아기 때의 1년을 제외하고는 함께 살았지만, 정서적으로는 관계 맺음이 적었다.
과거 모(대상)와 맺었던 것과는 다른 새로운 관계를 상담자와 시작한, 예전과는 다른 새로운 관
계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청소년 내담자가 이해받고 또 새롭게 관계할 수 있는 예전과
는 전혀 다른 새로운 관계가 가능하다는 경험을 해야만 내면화된 옛 대상들과의 중독적인 관계
양식을 포기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지금 상담자와 새로운 관계 체험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되
는 것이라고 한 Fairbairn의 이론으로 청소년 내담자의 발달을 보게 된 이유였다. 과거의 기억과
경험 속의 몰입되어 있던 자신에게서 시선을 돌려 가족들과의 즐거운 경험, 자신의 진로와 학업
에 대하여 생각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았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 내담자는 상담자와의 새로운 관계 경험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해하게 되었으며, 모를 비롯하여 다른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상호작용을 재구조화 할 수 있
는 경험을 했고, 지금도 가족들과 재구조화하는 과정을 계속 경험하고 있다.
많은 상담자들이 관심을 갖는 에니어그램을 상담 장면에서 도구로서 활용할 때, 내담자와 상
담자, 두 주체는 상호주관적으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각 힘의 중심과 유형별로 청소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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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용할 수 있고, 청소년 내담자에게 주요한 심리적 환경을 제공하는 상담자와 내담자간의 건
강한 상호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전지욕구의 청소년 내담자는 감정을 거시적으로 표현 하고, 관계 안에서는 그 감정을 만나지
않고 있다가 홀로 있을 때는 그 때의 감정을 탐색한다. 그리고는 그 감정을 주지화시킨다. 완전
욕구의 상담자가 전지욕구의 청소년 내담자를 만났을 때,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는지 관찰 할 수
있었고, 에니어그램으로 전지욕구의 청소년 내담자의 세계를 좀 더 이해하게 되었다. 이 내러티
브 연구를 통해 상담 장면 안에서의 상담자의 자기변화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 청소년 내담자에게 주요한 심리적 환경을 제공하는 상담자와 청소년 내담자
의 관계에서 건강한 상호작용 사례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기의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연구에 대한 제언으로는 치료적 개입에서 상담자별 패턴을 찾아 정리하여 상담 장면에서 활
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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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xperiential Narrative of a Counselor
Using Enneagram Psychological Dynamic
- A Counseling Case of an Interaction with Gut Center -

Ryu Gwon Ok․Choi Soo Jeong*
Enneagram enriches our lives because it can help us understand others as well as ourselves. In
adolescence, knowing and understanding one’s temperamental personality is an essential life task and
adolescents can grow through various interactions. However, the reality of adolescence affects coping with
and controlling of emotional changes due to physical changes and psychological confusion and thus, lots of
youths experience stress in various problematic situations. Nowadays, much is known about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counseling. Therefore, there are numerous studies about clients but studies on counseling
cases of a counselor’s experience with clients are few. Thus, this research aimed to explore the experience
of a counselor’s interactions with clients with gut center. Using Enneagram psychological dynamic, the
study looked into the psychological cause occurred by the relationship with a caregiver and William
Fairbairn’s developmental theory which argued that aggression is the reaction to frustration or lack and is
not inherent but appears in the relationship. The study also examined what an experiential narrative of a
counselor is and how can the interaction between clients be shown. By looking at the counselor and the
client by temperament, it was found out that their interactions and the experiences of counselors could be
observed.
Key words : Enneagram psychological dynamic, narrative, interaction, counselor, cl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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