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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분석(Transactional Analysis, TA)은개인의성장과변화를위한성격이

론이자 체계적인 심리치료다.”이것은 국제교류분석협회(International

Transactional Analysis Association, ITAA)에서 제시한 정의이다. ‘교류분

석’이라는 용어는 1958년에 처음 만들어졌다. 교류분석의 창시자는 Eric

Berne(1910∼1970)이다. 그는세계대전후에미국에서정신과의사이자정신분

석가로활동하였고, 1956년말부터저술활동을시작하였다. 그의생각들이교

류분석의 기본 토대를 형성하였다. Eric Berne의 교류분석학파는‘고전적 교

류분석’으로간주된다. 1950년대초반에Eric Berne은샌프란시스코에서정기

세미나를열었고동료들과같이국제교류분석협회를결성하였다.

그 이후로 많은 이론가들이 Eric Berne의 이론을 확장하였다. 그러나 주요

두교류분석학파로분류할수있는데, 하나는 Jacqui Schiff가수동적이론으

로발달시킨‘카텍시스(Cathexis)’학파이고, 다른하나는Robert Goulding과

Mary Goulding이발달시킨‘재결정(Redecision)’학파이다. 교류분석은매우

많은장면에서적용될수있다는것이증명되었다. 교류분석은일상문제(교실

과 같은!)에서부터 심각한 정신병에 이르기까지 많은 다양한 심리장애를 다루

는데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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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분석이 적용되는 네 영역은 상담, 심리치료, 교육, 조직이다. 사용되는

기초이론은동일하고, 강조하는부분이나기법에서차이점이있다. 이책에서

는교류분석이론을깊이다루기보다는교류분석에서사용되는기본개념들을

설명하고이개념들을교실장면에적용하고자한다.

교류분석은다음과같은이론을제공한다. 

●성격이론(‘자아상태모델’로알려진세가지의특징적인모형을볼때)

●의사소통혹은대인행동이론(교류라는용어를볼때)

●아동발달이론(인생각본을볼때)

이책에서다룰교류분석의주요개념들은다음과같다.

●생활자세(life positions)

●스트로크(strokes)

●계약(contracts)

●자아상태(ego states)

●교류(transactions)

●인생각본(life scripts)

●게임(games)

●디스카운팅(discounting)

만약여러분이교류분석에대해더깊이학습하고싶으면, 이책의말미에제

시되어있는참고문헌과추천도서를읽기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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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분석이론의철학적가정은다음과같다.

●사람은누구나OK다.

●사람은누구나생각할능력을가지고있다.

●사람은자기운명을자기가결정하며, 이러한결정을변화시킬수있다.

이러한가정은낙관적관점이고개인의능력을높게보는것이다. 각가정을

구체적으로살펴보고교실에어떻게적용되는지알아보기로하자.

가정 1 : 사람은누구나OK다

학생들에게‘OK’는어떤의미인가? 교실에서의 not OK인행동을정의하는것

이좀더쉬울것이다. 나쁜행동을하는학생들은종종 not OK인자세를갖고

있고, 다른학생들과사이좋게지내지못한다. 나쁜행동을하는학생들의예는

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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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을괴롭히거나욕하는학생

●공격적인학생

●과잉행동을보이는학생

●다른학생과같이활동하지못하거나자료를같이사용하지않는학생

●수동적이거나피해를당하는학생

●다른학생들과잘어울리지못하고혼자다니는학생

●두려워하거나심리적고통을겪고있는학생

●고통스러운자의식을보이는학생

not OK인학생은수업을방해하거나, 소리치거나, 다른학생들이화나게만

들거나, 자신의학업을잘달성하지못하거나, 두려움이지나쳐학업을잘수행

하지못하는학생으로인식된다. 이사례에서학생들이보이는행동은 not OK

이지만, Berne은이학생의본질은 OK라고주장하였다. 학생에게“나는너를

좋아하지만네가그렇게행동하니기분이좋지않구나.”라고말할때감동을준

다. 진부한표현으로들릴수있지만, 이러한표현은학생과그의행동을구분

하고학생의자존감을유지시킨다. 학생의행동을변화시킬수있는것이지학

생자체를변화시킬수는없다. 이러한유형의행동은다른학생들의활동을방

해하지않으면서학생들의개선과변화에다소영향을줄수있다. not OK인

행동은학습을방해하고갈등을공명정대하게해결하지못한다. 

자기자신을OK로느끼는학생들은다음과같다.

●자신과타인을존중하는학생

●자신의행동을인식하고공평감이있는학생

●타인의욕구를인식하고다른학생들의생각을수용하며, 필요한경우에는

자료를함께나누어갖고사과할줄아는학생

●격려할수있는능력이있고다른학생들을도와주고칭찬할줄아는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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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것을시도할줄아는학생

●최선을다할줄아는학생

●공격적이기보다는자기표현을주장할줄아는학생

이러한 유형의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은 학습자로서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잘발달해가기쉽다. OK 행동은학습의기회와경험을제공하는데에도움이

된다. 또한OK 행동은협동을촉진시킨다.

교사에게는‘OK’가 어떤 의미인가? RAISE(Raising Achievement in

Shropshire Education) 프로젝트의 일부분으로 Sandra와 그 학생들이 수행

한연구에서학생들이생각하는좋은교사의특징은다음과같았다.

●확고하지만공평한

●편향되지않은

●학생들을존중하는

●좋은역할모델이되는

●열심히일하는

●참여하는

●학생들에게개별적으로관심을가져주는

●인내심이있고침착한

●들으려고하는

●이해하고돌봐주는

●좋은성격을가진

●열정적인

●유머감각이있는

●학생들을한인간으로대하는

●빈정대지않는

제2장－교류분석의철학적가정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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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피를주지않는

이중에서하나라도교실에서잘실행되지않는다는것은흥미롭다. 이모든

것은교사가학생들을다루는방식에관한것이다.

가정2 : 누구나생각할능력이있다

교류분석에서는누구나(뇌손상이심한사람을빼고) 생각할능력을가지고있

다고가정한다. 교실에서학생들은자신의행동에대해생각해볼수있는능력

이있고자신의행동을책임질수있는능력을가지고있다. 학생들에게자신이

무엇을하고있는지혹은무엇을하였는지생각해보도록격려해주는것이필

요한 경우도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사도 교실 혹은 특정 집단에서 자신이

어떤상황이나위치에있는지를숙고할수있는능력을가지고있다.

가정3 : 사람은자기운명을자기가결정하며, 이러한결정을변

화시킬수있다

학생혹은교사가어떤결정을할때마다그러한결정을언제나변화시킬수있

다. 사람은변화할수있다. 학생과교사가자신의행동에대해생각하고책임

을진다면, 적극적으로자신의행동을변화시킬수있다. 교사는학생들에게자

신의행동을생각해보도록격려하고, 대안을제시하고, 다양한대안의결과를

인식하도록하여이러한변화를촉진시킬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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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ne은아동은‘자신과주변사람들에관한어떤확신을가지고있다’고믿었

다. 즉, 아동 초기부터 학생들은 자신과 타인에 관한 고착된 생각을 발전시키

고, 이러한생각으로자신의가족을대한다는것이다. 교류분석에서는이러한

생각혹은확신을‘생활자세(Life Positions)’라명명한다. 생활자세에는다음

과같은네가지가있다. 교류분석에서사용되는OK란긍정, 존중, 인정, 수용,

가치, 신뢰의의미를내포하고있음을이해하기바란다.

1. 자기긍정－타인긍정(I’m OK, you’re OK)

이생활자세는가장건강한것이고상호간에존중하는관계를형성할수있

도록도와주므로교사들이지녀야하는것이다. 갈등또한적다. 이러한생

활자세를채택한학생들은자신을가치있게보고다른사람들을존중한다.

2. 자기긍정－타인부정(I’m OK, you’re not OK)

이생활자세를채택한교사는학생들을존중하지않을것이다. 학생들도이

것을인식할수있기때문에갈등이발생할수있다. 교사는교실이잘운영

제3장

생활자세

자신과타인에대해갖고있는기본적신념들이

결정과행동을정당화하는데에사용된다.

(Steiner,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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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않으면모든것들에대해학생들에게비난할것이고, 상황을개선하기

위한자신의행동을변화시킬준비가되어있지않다. 이생활자세를채택

한학생은너무비판적이고자신을괴롭히는교사를고발할수있다.

3. 자기부정－타인긍정(I’m not OK, you’re OK)

이생활자세를채택한교사는자기자신에대해매우비난적이고자신이좋

은직장을구하지못했다고생각한다. 자신의능력을과소평가하고동료의

능력을과대평가한다. 이생활자세를채택한학생은소극적이고자신이멍

청하거나쓸모없다고생각하고자신을깎아내린다. 이들은부끄러움을경

험할수있고이러한자기비하적인생활자세로는제대로학습하기어렵다.

4. 자기부정－타인부정(I’m not OK, you’re not OK)

이생활자세는교사와학생에게가장나쁜것이다. 교사는자기비난을하

고 학생들을 부정적으로 본다. 학생은 자신을 깎아내리고 자신의 실패에

대해교사를비난한다.

교실에서이상적인생활자세는교사도OK이고학생도OK인자세로나아가

는것이다. 이것은모든사람이자존감을고양시킬수있는좋은환경을조성해

줄것이다. 교사는학생이자존감을향상시킬수있도록도와줄수있는방법을

사용해야한다. 교사가자기긍정－타인긍정의생활자세를갖지못한다면, 학생

제1부 교류분석(TA)이란무엇인가?14

다음사례를보라. 이들학생은어떤생활자세를선택하였는가?

철구 : 저는 수학에 자신이 없어요. 선생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결코 수학을 잘할 수 없을

거예요.

희경 : 저는이것을할수없어요. 선생님이절대로저를도와줄수없어요.

윤경 : 과거의 과학 선생님은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과학시

간에 잘 수행하였어요. 그분은 참 좋은 선생님이었어요. 저는 그 선생님을 이해했지요.

그런데지금의과학선생님께서는저를헷갈리게만만들고있잖아요.

상우 : 선생님이재미있게가르치셔서이과목을즐기면서공부하고있어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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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긍정적관계를발달시키는데에어려움을겪을것이다.

교사가 상황을 공명정대하고 정중하게 다루고, 학생들을 얕잡아 보거나 창

피를 주기 위한 유머나 풍자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는 가능한

한 빨리 문제를 완전히 끝내고 교사로서 건전한 자기긍정(I’m OK)의 자세로

돌아가고, 학생들이 학생으로서 우리긍정(we are OK) 자세를 갖도록 도와주

어야한다.

이렇게하는한가지방법은교사자신이싫어하는행동을구체화하고학생을

비난하는행동을자제하는것이다. “나는네가내연습문제지에적는것을좋아

하지않는다.”(이행동은not OK이다.) “난네가잘못된것을알고있는좋은사

람이라고생각한다.”(당신은여전히OK이다.) 다음과비교해보라. “내연습문

제지에적다니넌멍청이임에틀림없어.”이것은교사가학생과행동에대해공

격하는것이다. 학생은연습문제지에적었다는것을잊어버리고자신을방어하

면서다음과같이말할것이다. “저는멍청이가아니에요. 선생님의문제지가잘

못된것이고선생님이잘못한것이에요. 짜증나.”다음장에서보겠지만, 이러한

접근은문제를악화시키고‘게임’을유발시킨다. 학생은‘나는 not OK, 선생님

은아마도OK’에서‘나는OK, 선생님은확실히not OK’로바뀌었다.

여러분은 교사로서, 교육자로서 처벌하는 데 관심을 갖기보다는 가르치는

데관심을가져야한다. 교사는학생들에게교사의역할을명확하게인식하도

록해야한다. 교사는학생들에게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것이다. 교사는학

생들에게 여전히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품위를 지키

고우아하게대할수있도록하라. ‘우리모두가승리자가될수있는’상황을

만들어라.

제3장－생활자세 15

최근에여러분이논쟁에서졌을때를생각해보라. 그때여러분의기분은어떠했는가?

여러분이비판을받았을때의기분이어떠했는가? 여러분은어떤생활자세를선택하였

는가? 여러분을불편하게하는사람과계속해서관계를맺어가는것이쉬운일인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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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분석의전반적철학은우리모두가OK라는가정에서출발한다. 이러한

철학은교류분석이론과실제의가장기본가정인자기긍정과타인긍정으로이

끈다.”(Woollams & Brown, 1978)

제1부 교류분석(TA)이란무엇인가?16

여러분을불공평하고무례하게대한사람을생각해보라. 그는여러분품위를지킬수

있도록하였는가? 그사람에대한여러분의감정은어떠한가? 여러분은그사람과여

전히협력하며일할수있는가? 여러분은그사람에대해최선을다할수있겠는가? 그사람은

여러분이OK를느낄수있도록그상황을어떻게해결할수있겠는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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