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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Freud의 동기 이론(motivation theory) 이후로 정신분석에서는 동

기와 련된 많은 논쟁과 발 이 있어왔다. 의 정신분석 임상가들은 추

동 이론(drive theory)을 자아 심리학(ego psychology), 상 계 이론(object 
relations theory), 자기 심리학(self psychology)의 발 에 따라 다각 인 시

각에서 이해하고 통합하여 내담자를 이해하고 치료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동기에 한 개념은 아직까지 일 되게 정리되거나 통합되지 못하

고 있다. 본고에서는 추동 이론, 자아 심리학, 상 계 이론, 자기 심리학

의 네 역을 심으로 동기와 련된 개념들이 어떻게 개되고 있는지를 

기술하 는데, 여기에는 추동(drive), 욕구(need), 소망(wish), 환상(fantasy) 등 
다양한 개념이 포함된다.

 그리고 추동 이론과 련하여 최근 활발하게 발 하고 있는 신경정신분석

학(neuropsychoanalysis)의 동기 이론도 함께 제시하 다. 이러한 역 모

두 공통 으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내재된 동기  경향을 타고 나며, 
발달 으로 다양한 변화를 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실제 임

상 장면에서의 치료와 련하여 능 환상(omnipotent fantasy)과 상 복

구(object reparation)에 한 것을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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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ud는 일생에 걸쳐 인간의 심리내 인 삶을 움직이는 핵심 인 

동기에 해서 탐구하 으며, 마음에 한 이론을 끊임없이 수정하

다. 그는 최종 으로 삶의 추동(에로스, Eros)과 죽음의 추동(타나토

스, Thanatos)이라는 이원 추동(drive)1) 이론을 주장하 다. Freud는 

삶의 추동을 에로스라고 칭하기도 하 는데, 이는 종족 보존의 성 추

동 뿐만 아니라 자기 보존 추동까지도 포 한다(윤순임, 1995). 삶의 

추동은 통합을 향해 나아가는 생리 이고 심리 인 모든 과정에서 표

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한 인간 계의 모든 정 인 측면

에 존재하며, 부분의 인간 활동의 동기에서 건설 인 요소이다(Moore 
& Fine, 1990). 이 게 삶의 추동은 포 이고 함축 인 의미로 사

용되었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성 추동 혹은 리비도(libido)로 사용되기

도 하 다. 
죽음의 추동에 해서는 재까지도 논란이 많지만, Klein(1948)은 

이러한 Freud의 이원 추동 이론을 그 로 받아들이고 확장시켰다. 그

녀의 기본 주장 의 하나는 인간의 모든 갈등이 삶의 추동과 죽음의 

추동 간 투쟁에 근거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갈등은 선천 이고, 태

어나면서부터 작용한다. 그러나 많은 정신분석가들은 죽음의 추동 개

념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이 개념 없이도 자기 소멸(annihilation)이나 

편화(fragmentation)와 같은 극도의 원시 이고 원 인 불안을 이

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Fairbairn, 1952; Guntrip, 1968).
Freud 이후에도 정신분석은 추동 이론을 근간으로 많은 변화와 발

이 있어왔다. Jacobson(1964)은 미분화된 에 지가 리비도 추동과 공격

성이라는 질 으로 다른 두 추동으로 변형되는 과정을 기술하 으며, 

1) Freud는 본능(Instinkt, instinct)라는 개념을 쓰지 않고 추동(Trieb, drive)

이라는 개념을 썼다. 본능은 생득 인 행동 도식으로서 개인차가 고 시

간이 흐름에 따라 발 되며, 목표를 달성하는 데 비교  장애가 다. 이

에 비해 추동이라는 개념은 에 지와 운동  특성을 가진 유기체의 역동

 과정을 의미한다. 신체  자극에 의한 긴장이 추동의 시발 이 되고, 

긴장 해소가 그 목 이다.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추동은 본능보다 

장애가 많고 갈등과 결핍 상을 유발시키며, 그것에 상응하는 무의식  

방어기제와 보상 상들이 나타난다(윤순임,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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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 과정을 통해 리비도 추동은 좋거나 나쁜 자기 이미지와 상 이

미지를 통합하는 것을 돕고, 공격성은 자기 이미지와 상 이미지를 

분리하고 변별하도록 진시킨다고 보았다. 인간은 일생을 통해 융합

하고 싶은 리비도  갈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데, 일반 으로 자기와 

타인의 경계가 분명해진 이후에야 비로소 융합 환상은 가장 만족스럽

게 충족될 수 있다고 보았다. Loewald(1971)는 유아의 발달에서 성과 

공격성이라는 추동보다 더 개인 이고 높은 수 의 동기를 설명하려고 

시도하 다. Blanck와 Blanck(1979)는 리비도를 사랑과 동일어로 이해

하 으며, 리비도는 상과 합일하고자 하는 추동으로, 공격성은 상

으로부터 분리하고자 하는 추동으로 설명하 다. Sandler(1981)도 다양

하게 분화된 개인  소망(wish)을 이해하려는 시도를 하 는데, 모든 

소망이 성 이고 공격 인 추동에 의해 생겨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

다. Schafer(1983)는 생물학 으로 지향된 추동 개념에 반 하 으며, 
인간을 길들여야할 원 아의 처분에 맡겨져 있는 존재로 보기보다는 

자신의 경험을 조직화하는 재량권을 가진 주인으로 보아야한다고 생각

하 다. 이 게 추동 욕구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많은 논쟁이 

있기도 하 다. 
의 정신분석 임상가들은 추동 이론을 자아 심리학, 상 계 

이론, 자기 심리학의 발 에 따라 다각 인 시각에서 이해하고 통합

하여 내담자를 이해하고 치료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동기에 

한 개념은 아직까지 일 되게 정리되거나 통합되지 못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주로 Pine(2005)의 견해를 따라 추동 이론, 자아 심리학, 

상 계 이론, 자기 심리학의 네 역을 심으로 동기와 련된 개

념들이 어떻게 개되고 있는지를 기술하 는데, 여기에는 추동(drive), 
욕구(need), 소망(wish), 환상(fantasy) 등 다양한 개념이 포함된다(Pine, 
1990). 그리고 추동 이론과 련하여 최근 활발하게 발 하고 있는 

신경정신분석학의 동기 이론도 함께 제시하 다(Solms, 2005). 네가

지 역 모두 공통 으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내재된 동기  경향

을 타고 나며, 발달 으로 다양한 변화를 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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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이러한 변화는 임상 인 치료 상황에서 드러나고 치료자와의 

계를 통해 작업이 이루어진다. 

Ⅰ. 추동 이론

기 작들에서 Freud는 인간을 지된 추동과 소망 사이에서 갈

등하는 존재로 그렸다(Greenberg & Mitchell, 1983). 추동은 쾌를 추

구하는데, 상호작용의 기억들이 생기면서 신속하게 상을 추구하거

나 상에 의존하게 된다. 여기에서 상은 리비도 인 만족과 련

되어 경험된다. Freud(1915)는 상을 추동에 이차 인 것으로 보았

는데, 그는 상을 “추동과 련되어 가장 변하기 쉬우며, 원래는 추

동에 연결되지 않지만, 결과 으로 만족을  수 있을 때에는 추동과 

연결된다.”고 기술하 다(p. 122). 그리고 상과 련된 만족이나 좌

 경험이 속 인 기억의 기록에 향을 다고 보았다(Freud, 
1895). 이와 같이 Freud는 추동 욕구(need)에 동기의 근원이 있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추동 욕구는 내 인 긴장에서 야기되며, “유기체 

내에서 기원하는 자극의 심리  표상”이다(1915, p. 121). 그리고 감

각 자극은 이  만족 경험의 기억과 연결되면서 소망(wish)을 형성하

게 된다(Freud, 1900). 그러므로 추동 욕구는 좀 더 기본 인 동기인 

반면에, 소망은 욕구에 수반 이라고 할 수 있다(Akhtar, 1999).
추동 욕구는 신체 감각으로 주어진 생물학  원천을 포함하지만, 
한 소망, 환상, 목표와 같은 인지 이고 심리 인 요소도 포함한다. 

감각 자극은 지각, 사고, 기억에 기록되고, 경험에 부착되면서 심리  

표상(mental representation)이 된다. 유아가 양육자를 통해 받은 특정 

형태의 감각 자극은 이  만족 경험의 기억과 연결되면서 Freud가 

말하는 소망을 형성하게 된다. 이후에 성장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

게 되고 기억이 상상에 의해 변화되고 왜곡되면서 궁극 으로는 환상

(fantasy)이라는 개념으로 더 잘 기술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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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h)이나 욕망(desire)으로 경험되며, 만족과 련된 심리  조건들

을 표상한다(Sandler & Sandler, 1978).
성 추동은 다양한 목표를 가질 수 있다. 감각 인 경험을 추구하는 

것은 추동 만족 이외에도 다양한 기능에 기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자아 기능의 방어  목표를 반 할 수 있고( 를 들어, 불안의 완화), 
이 의 상 계의 한 측면을 반복하거나 자기감을 안정시키려는 노

력을 반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성 추동은 다양한 

욕구를 표 하는 공통되는 최종 경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련하여 심리 구조의 결핍 상에서 일어나는 성욕화(sexualization)
는 추동 욕구와 계 욕구, 그리고 자기 욕구가 얼마나 하게 연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윤순임, 2004).
그리고 Freud가 말하는 유아의 성은 넓은 의미에서  욕구를 

포함하고, 유 감이나 따뜻함 등과 련된 계 욕구라고 할 수 있다

(Mentzos, 1982; 윤순임, 2004). 이론 으로는 추동 욕구와 계 욕구

가 립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유아가 삶의 기에 양육자가 

할 수 있는 기능을 스스로 하기 이 의 기 단계일수록 추동 욕구

와 계 욕구는 분리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유아의 심리 발

달 과정에서 추동과 계 개념을 구분해서 보기보다는, 보다 함축

으로 연 지어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윤순임, 2004).
공격성 한 성 추동과 유사하게 행동의 조직자로 기여할 수 있고, 

어떤 목표(방출, 만족, 방어 등)가 이루어질 때까지 행동을 지향할 수 

있다. 그동안 정신분석 내에서도 행동의 동기로서 공격성의 기원과 

역할에 한 논의가 지속 으로 있어왔다. 선천 인 추동을 거부하는 

Sullivan, 리비도를 상 계 추구와 동일하게 보는 Fairbairn은 공격

성을 리비도 인 욕구의 좌 에 따른 이차 인 것으로 개념화하 다. 
조 으로 Freud의 이원 추동 이론을 고수하는 이론가들은, 공격성

이 선천 이고, 인생 기의 상호작용 형성에서 요한 역할을 한다

고 보았다. 이러한 입장에는 특히 Klein과, Winnicott, Kernberg 등이 

포함된다. Fairbairn은 이론 으로는 선천 인 공격성을 거부하 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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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실제에서는 공격 으로 유된 상 계의 구조화에 상당한 

심을 기울 고, 이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해 상당한 

심을 기울 다는 은 주목할만한 일이다(Kernberg, 1995).
Pine(2005)은 반응 인 공격성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지만, 극

인 공격성은 분명하지 않다고 보았다. 지 까지 숙달(mastery), 탐

구(exploration) 등과 같은 건설 인 공격성이 존재한다고 주장되기는 

했지만(Parens, 1979; McDevitt, 1983), (반응 인 형태에 비되는) 
극 인 형태의 공격성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반응 인 공격성

은 신체 인 제약, 활동에 한 간섭 등에 한 반응일 수 있고, 만

족에 한 부인과 자기애 인 상처를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좌 에 

한 반응일 수 있다. 
이러한 반응 인 공격성이 어떻게 추동이 되고, 동기 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가? McDevitt(1980)은 생애 기의 공격성은 반응 이

고 일시 이라고 보았는데, 기에는 간섭이나 좌 의 원천이 제거되

면서 공격 인 반응도 끝나지만, 18개월이 지나면 차로 이러한 공

격 인 반응이 시간에 걸쳐 유지되는 것을 찰하 다. 그는 이것을 

상 항상성(object constancy)의 발달과 연결지었는데, 이 시기가 지

나면서 유아는 상처를 주는 원천과 그 원천에 한 기억에서 분화된 

지각을 할 수 있게 되고, 반응 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시간에 걸

쳐 유지되는 공격 추동이 구성된다는 것이다. 공격성은 선천 으로 

주어진 잠재력에서 기원하지만, 그것의 상, 즉각 인 원천, 표  양

식, 그리고 지연된 동기  특성은 발달 인 성취를 반 한다.

Ⅱ. 신경과학과 신경정신분석학 연구

최근 들어 정신분석과 신경과학 사이의 학제간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무의식의 존재에 한 신경과학  연구 결과도 계속해서 

축 되고 있으며[ 를 들어, 분리된 뇌(split brain) 연구, 암묵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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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icit memory) 연구, 작화  설명(confabulatory explanation) 등], 
인간의 동기 체계에 한 신경과학  설명도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MacLean(1979)는 인간의 뇌가 진화 과정에서 세가지 기본 패턴을 

따라 계 으로 확장되어왔다고 주장하 다. 가장 기본 으로는 뇌

간(brainstem)과 소뇌(cerebellum)로 구성되는 원시 뇌(reptilian brain)
이다. 두 번째로 포유류가 나타나면서 변연계(limbic system)가 발달

하는데, 시상과 편도핵, 해마, 시상하부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언어의 발달과 함께 진화하면서 세번째 뇌인 뇌 피질로 범 하게 

확장되었다. 뇌간과 소뇌는 기계 이고 형 인 행동 패턴이 무의식

 기억으로 장된 곳으로, 기본 인 자기 보존이나 종족 보존과 

련된 행동이 련된다. Shepherd(2005)는 심리치료 과정에서 내담자

가 보이는 끈질기게 반복하는 행동 패턴이나 변화가 어려운 것은 이

러한 원시 뇌와 련될 수 있다고 보았다. 변연계에서 시상은 시각, 
청각, 각 등과 같은 감각이 함께 작용하게 하고, 편도핵과 시상하

부는 기억 체계를 만들며, 시상하부는 유기체가 더욱 많은 자극에 반

응하도록 한다. 정서가 이곳에서 생성되지만, 의식되지는 않는다. 변

연계는 뇌간을 둘러싸고 있으며, 한 새롭게 범 하게 확장된 

뇌 피질과 연결된다. MacLean은 변연계의 역할이 원시 뇌에 생각하

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더 이상 응 이지 않은 상동 (stereotypical) 
행동으로부터 자유롭게 벗어나게 해 다고 보았다. 그런데 아래쪽에 

치한 뇌로부터 올라오는 신경 연결은 피질에서 내려가는 연결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알려졌다. Shepherd(2005)는 강렬한 감정이 지배될 

때 제 로 생각하기가 힘들고, 이성을 통해 감정을 변화시키는 것이 

어려운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측면들을 

함께 고려해보면, 정신분석 치료는 진화 로젝트를 되풀이해서 반복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즉, 하 의 두 뇌가 유지하고 있는 반복

이고, 상동 인 행동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수 있는 피질의 지성

을 가능한 한 충분히 개인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Pankesepp(1998)는 정서 신경과학에 한 연구를 개 하면서,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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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기를 지배하는 본능  기제가 Freud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원시 이라는 것을 밝혔다. 우리의 핵심 가치를 결정하는 “기본 정서 

명령 체계”를 장류와 공유할 뿐만 아니라 모든 포유류와도 공유한

다. 달리 말하면, Freud가 “원 아(Es)”라고 부른 심리 조직화의 깊은 

수 에서, 인간 뇌의 기능 인 해부학과 화학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동물들과도 근본 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 

신경과학자들은 Freud의 성과 공격성이라는 단순한 이원  분류를 그

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의 신경과학은 포유류에 있어 어도 네 가지 본능 기제를 확인하

다. 우선은, 추구 체계(SEEKING system)이다. 이 체계는 보상(reward), 
원하기(wanting) 혹은 호기심-흥미-기 (curiosity-interest-expectancy) 체계

로 알려졌으며, 이 체계의 하  요소로 쾌-갈망 체계(PLEASURE-LUST 
system)가 있다. 두 번째는 분노-격노 체계(ANGER-RAGE system)인데, 
이 체계는 “뜨거운(hot)” (화난) 공격성을 지배한다. 하지만 추구 체계가 

통제하는 “차가운(cold)” (포식) 공격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 번

째는 두려움-불안 체계(FEAR-ANXIETY system)로, 이 체계는 극심한 

두려움이나 불안과 련되고 도주(flight) 반응을 만들어낸다. 네번째는 

공황 체계(PANIC system)인데, 이것은 분리-불편감 체계(separation-distress 
system)로 알려졌다. 이것은 모성  유 와 어머니-유아 애착을 지배하는 

것 같은 좀 더 복잡한 사회  본능과 하게 련된다. 
이러한 분류와 Freud의 추동 이론 간에는 많은 차이 이 있지만, 

이 에서 추구 체계는 Freud의 넓은 의미에서의 리비도 추동과 상당

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추구 체계의 신경 달물질은 주로 도 민

으로, 이 부분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조증과 환각을 유발하는 것으

로 알려졌다. 그러므로 추구 체계의 과잉활성화는 우리를 실 인 

한계를 넘어선 상상의 세계로 내몰 것이다. 그리고 Solms(2002)는 추

구 체계가 꿈을 주로 생성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 다. 이러한 측면이 

검증된다면, Panksepp의 추구 체계와 Freud의 리비도 추동 간의 유사

성과 함께 꿈의 “소망 충족(wish fulfilment)”에 한 Freud의 이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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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과 꿈 과학에서 새로운 주제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최근 Solms(2005)는 의 신경과학  에서, 의식(consciousness)
이 근본 으로 정동 (affective) 특성을 가진 신경계로 진화되었으며, 원

시 인 추동-조  구조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것은 유기체가 환

경  조건과 련하여 재의 생리  상태를 평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다. 그러므로 Freud의 추동과 정동  의식 사이의 계에 한 개념

화는 동일한 계를 연구하는 의 신경과학자와 놀라운 이론  유사

성이 있다. Freud의 정동의 성질에 한 통찰은 가장 진보된 의 신

경과학  과 일치한다. 

Ⅲ. 자아 심리학

Freud(1923)는 자아를 불안(anxiety)과 갈등의 소재지로 보았다. 한

편으로는 실과, 다른 한편으로는 추동 욕구와 타 하며 응하는 

자아는 기억, 사고, 운동 기능 등 제반의 의식 기능을 포함하고 방어

기제를 활용한다. Freud는 이 자아의 기능, 즉 이성과 의지의 능력에 

상당히 큰 기 를 걸었으며, 치료의 목표를 무의식을 의식화하고, 원

아와 자아, 자아와 자아를 화해시키는데 두었다(윤순임, 1995).
유아는 긴장을 감소시키려는 경향성뿐만 아니라 자극을 극 으로 

추구하는 경향성을 타고 나며, 한 역치 안에 존재하는 자극과 긴

장을 조 하도록 비되어서 태어난다(Lichtenberg, 1989; Stern, 1985). 
이러한 자아 기능에는 환상과 실을 구분하는 실검증력(reality testing), 

단, 실감, 추동  정동의 조 과 통제, 상 계, 사고, 응  

퇴행, 방어, 자극 차단 등이 포함된다(Bellak & Meyers, 1975). 
Pine(1990)은 자아 심리학  입장에서 요한 동기가 부정 인 정

동을 회피하려는 노력에서 자신의 심리 조직화를 유지하려는 자아의 

경향성이라고 보았다. 표 인 부정  정동은 불안인데, Freud(1926)
는 모호하고 근거 없는 불안이 구체 인 공포를 억압(repression)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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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억압과 같은 심리 작용은 두

려운 정서 상태를 참지 못하는 과정에서 진행된다. 여기에는 이별과 

상실로 인한 심리 인 고통, 자기 상실감, 수치심과 죄책감 등이 있

다(윤순임, 1995). 
Freud는 성 이고 강렬한 형태의 불안을 “외상 불안(traumatic 

anxiety)”이라고 하 으며, 보다 약한 형태의 불안은 외상 불안의 잠

재 인 시작을 신호하는 것으로 보았다. 일종의 기 불안인 “신호 

불안(signal anxiety)”은 정상 인 발달 과정을 통해 생겨나며, 자아 

기능의 도구로 작동한다. 많은 경우 불안은 실 이고 외 인 험

에 한 반응이라기보다는 내 인 것으로, 특히 험하다고 가정된 

무의식 인 소망과 련된다. 형 인 험 상황으로는 사랑하는 

상의 상실, 상으로부터의 사랑의 상실, 거세 불안, 자아 불안이나 

죄책감 등이 있다. 그밖에 소멸 불안이나 붕괴(disintegration) 불안, 
피해(persecutory) 불안과 같은 아주 원 인 형태의 불안도 있을 수 

있다(Gabbard, 2005).

Ⅳ. 대상관계 이론

Freud의 후기 이론에서 정동이 차지하는 비 이  커지면서 

상 개념에 한 이 바 었으며, 상 계와 련되는 요한 기

술을 하 다(Freud, 1926). 기 유아기에 자아는 쉽게 자극에 압도되

지만, “유아는 외부의 지각가능한 상이 험한 상황을 끝낼 수 있

다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두려워하는 험의 내용이 자신을 압도하

는 두려움으로부터 그러한 상황을 결정하는 조건, 즉 상의 상실

(loss of object)로 바 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기술하 다(p. 
137-138). 유아의 자아는 무기력하기 때문에 상이 불안을 조 하는 

과제를 갖게 되는데, 자아 기능의 결손은 추동 충동의 강도와, 유아

의 상태를 조 하는데 있어 상이 성공 이지 못한 것 둘 다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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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다(pp. 155-156). 이와 련하여 Freud(1926)는 유아의 무기력과 

의존성이 이러한 기의 험 상황을 만들고, 평생 아이를 따라다니

는 사랑받고자하는 욕구를 만들어낸다고 기술하 다(pp. 155). 
상 계 이론은 자기표상과 상표상 사이의 내재화된 계를 강

조하고, 추동 욕구보다는 계 욕구가 유아에게 더 일차 이라고 주장

한다. Fairbairn(1941)은 고 인 동기 이론을 비 하고 새로운 동기 

이론을 제시하 는데, 그는 리비도가 쾌를 추구하기보다는 상을 추

구한다고 주장하 다. Bowlby(1969)는 상에 한 애착(attachment)
이 유아에게 일차 이고, 생물학 으로 내재되어 있으며, 진화 인 

응에서 생존에 요하고 보았다. 추동 만족이 먼 인지 아니면 상 

애착이 먼 인지는 그동안 정신분석가들 사이에 상당한 논쟁을 겪어

왔지만, 인간의 삶에서 매우 기부터 이러한 욕구들이 존재하고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복합 인 발달  경로를 밟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

하다. 
이 게 인간은 기 상 계에서 경험되고, 상상되었으며, 두렵고, 

소망하는 특정 패턴의 행동을 반복하고, 상하며, 유발하고, 나타내

려고 한다. 내 인 상 계 에서 이러한 계 유형은 일생에 걸

쳐 반복되는 경향이 있고, 치료 장면에서 이 계를 통해 드러나거

나 장면  정보로 상연(enactment)된다. 이러한 것이 일어나게 되는 

동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Fairbairn(1952)은 자아의 모든 부분이 항상 상과 연결되어 있다

고 보았고, 인간의 모든 정신병리를 내  상(internal object)으로 표

되는 과거의 내재화된 상 계를 계속 유지하려는 노력으로 이해

했다. 그러므로 정신병리는 실 인 상 계를 포기하면서까지 내

 상에 집착하는데서 비롯된다. 
Kris(1956)에 의하면, 일생에 걸쳐 내재화된 상 계를 통제하려

는 시도가 반복되는데, 이것은 이 의 수동 인 경험을 능동 인 것

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이다(Pine, 2005). 계 역에서의 내 인 불

편감, 좌 , 두려움, 그리고 갈망은 이러한 내  경험을 반복하는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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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행동을 자발 으로 요구한다. 이러한 반복은 아동기 경험에서는 

반응 (reactive)이었지만, 재의 반복 경향은 극 (proactive)으로 

행동하도록 요구한다.
Kernberg(1982, 1995) 한 내재화된 상 계를 강조하 는데, 그

에 의하면 리비도 추동과 공격 추동이 기의 내재화된 상 계와 

이와 련된 정동에서 생겨난다는 것이다. 정동이 유아의 원 인 

동기 체계이며, 유쾌하거나 고통스러운 정동은 각각 좋거나 나쁜 내

재화된 상 계와 연결된다. 이러한 정동은 계 으로 상 의 동기 

체계인 리비도 추동과 공격 추동으로 차 통합된다. 
상에 한 애착 추구도 요한 동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동기

는 종종 상과 련된 추동 소망을 반 한다. Sandler(1981)는 기

의 상 계를 반복하려는 시도에서, 아이는 상을 향해 만족을 추

구하기도 하지만, 어머니와의 상호작용도 소망한다고 보았다. 한 그는,

추동 자극에 의해 생성된 긴장이 소망을 일으키듯이, 다른 자극(
를 들어, 외부 자극) 한 소망을 일으킬 수 있다. 어떤 이유에서든 안

정감(feeling of security)을 감소시키는 것이 있다면, 안정감을 회복시

키는 무언가를 하려는 소망이 유발된다. 자존감(self-esteem)이 을 

받으면 보상 인 소망  환상이 일어날 수 있다... 상실에 한 고통은 

어떤 식으로든 상실된 상과의 계를 회복하려는 소망이 유발될 것

이다. (수치심과 죄책감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불안은 소망  활동

에 한 가장 강력한 자극인데, 소망의 목표는 안녕감(feeling of 
well-being)을 회복하려는 것이다... 필자는 타인과 특정 유형의 계를 

형성하고 재형성하려는 소망이 성 이거나 공격 인 추동만으로 동기

화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이것은 주로 안녕감과 안정감

을 회복하거나 유지하려는 시도를 나타낼 수 있다(1981, p. 188).

그러므로 기 상 계의 반복은 자아 심리학(불안의 진정), 자기 

심리학(자기애 인 안녕감 상태의 회복), 추동 이론(리비도 인 소망

의 만족) 등 다양한 역과 련된 동기  목표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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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자기 심리학

상 계 이론이 자기표상과 상표상 사이의 내재화된 계를 강

조하는 반면에, 자기 심리학은 자기가치감과 응집성(cohesiveness)을 

유지하는 데에 외부 계가 어떤 방식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강조한다

(Gabbard, 2005). 
신생아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유아에 한 새로운 을 도입하려

는 활발한 움직임이 생겨났는데, 이들은 유아가 태어나면서부터 상당

한 수 의 조직화와 인간 계를 보인다는 자연 이고 실험 인 찰 

자료에 근거한다(Lichtenberg, 1989). 
유아는 차로 특정의 경계, 연속성, 가치, 그리고 주  상태와 

련하여 자기에 한 감각을 발달시킨다. 이러한 자기감에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면 이러한 감정을 바로잡으려는 시도가 있게 되는

데, 이러한 은 동기를 평형상태(homeostasis)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 주  상태의 일정하고 한 조율을 강조한다. 
이러한 평형상태  기제는 진화론 이고 선천 인 응 기제로 유아

에게 작동하게 된다. 주 인 상태는 생물학  배고픔에서부터 상이

한 형태의 자기 경험에까지 다양하게 변화될 수 있다. Pine(1990)은 자

기 경험에는 경계의 구분, 연속성과 체성, 진솔성(genuineness), 주재

자(agency), 그리고 자존감 등이 포함된다고 보았다. 주 인 불편감

은 일시 이고, 이러한 불편감이 완화되면서 평형상태  욕구가 끝나

게 된다. 그러나 선호하는 주  상태, 일종의 자기 항상성에 한 자

각이 생겨나면서, 평형상태  욕구(주 인 상태에서의 불균형을 바로

잡으려는 자동 인 노력)가 지속되며 선호하는 자기 상태를 유지하기 

해 특정한 방식으로 활동하게 하는 압력이 지속 으로 있게 된다. 
Kohut(1971, 1977)은 유아가 추동 욕구를 만족시키기 해서 뿐만 

아니라 자기 조직화를 해서 계 상, 즉 부모를 필요로 한다고 보

았다. 유아는 스스로 자기 체계를 조 할 수 있을 때까지 만족스러운 

자기 상(selfobject) 체험을 해야 한다. 양육자는 공감과 반 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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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유아 스스로 자신을 해서 할 수 없는 기능, 즉 인 인 자기 

조 을 가능하게 해 다. 하지만 자기 상의 반  기능이나 공감이 

충분하지 않은 외상 인 경험을 할 경우, 자기 응집성의 결핍 험이 

오고, 편화 상을 방어하면서 다양한 심리 장애를 일으키는 요인

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Lichtenberg(1989)는 기본 인 요구인 욕구(need)와 목표  목 의 

상징  표상인 소망(wish)을 구분하 으며, 욕구는 신경생물학  기

에, 소망은 경험  퍼토리에 가깝다고 하 다. 그는 동기가 기본

인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고 조 하는 다섯 개의 체계에서 생겨나고, 
이 체계의 충족의 결과로 자기 응집감을 경험하게 된다고 주장하 다. 
다섯 개의 기본 동기 체계에는 생리  요구에 한 심리  조

(psychic regulation) 욕구, 애착-친화(attachment-affiliation) 욕구, 탐구-
주장(exploratory-assertive) 욕구, 반 나 철수를 통해 회피 으로 반응

하는 욕구, 감각  즐김과 성  흥분 욕구가 포함된다. 
이와 련하여 자기 심리학자는 아니지만, Akhtar(1999)도 욕구와 

소망을 구분하여 기술하 다. 그에 의하면 욕구(need)는 보편 인 것

이고, 억압되지 않으며, 다른 욕구로 체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비해 소망(wish)은 개인 인 경험에 근거하고, 억압이 가능하며, 다른 

소망으로 체될 수 있다. 욕구는 충족되지 않을 때에만 심리 으로 

표상되는데, 이와는 조 으로 소망은 기억, 환상, 그리고 련된 정

동과 함께 지속 인 심리  표상을 가진다. 이와 련하여 그는 건강

한 심리 발달과 계 형성에 필수 인 여섯 개의 기본 인 심리  

욕구를 기술하 다. 여기에는 정당하다고 여겨지는 신체  욕구에 

한 욕구, 정체감, 인식, 확인에 한 욕구, 인 계와 심리내 인 경

계에 한 욕구, 사건의 원인을 이해하려는 욕구, 애정 상의 

한 정서  가용성(emotional availability)에 한 욕구, 특정 상황에서 

애정 상의 탄력 있는 반응성에 한 욕구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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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전능 환상

동기 개념과 련하여 실제 임상 장면에서 치료자가 실하게 맞

닥뜨리는 문제는 인간의 무의식  환상(fantasy)의 세계가 단히 비

실 이고 능감에 휘둘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Klein(1948)에 

의하면, 환상은 추동의 심리  표상이고, 모든 추동 욕구는 이에 상

응하는 환상을 가진다(Tyson & Tyson, 1990). 유아는 스스로를 돌볼 

능력이 부족하고 무력하기 때문에 능 환상(omnipotent fantasy)이 

무성하고 그 환상이 좌 될 때 편집 이고 분열 으로 반응하게 된

다. 유아의 가장 기의 환상은 자기가 능하다는 환상이다. 이것은 

원래 신체 감각으로부터 유래하고, 감각 경험을 정동 으로 해석하면

서 상을 향한 추동  목표를 나타낸다. Klein에 의하면, 유아는 자

신의 괴 인 성향을 분리하여 어머니의 한 가슴에 투사하고 마치 

자신이 박해당하는 것으로 지각하여 편집증  불안을 갖게 된다. 그

리하여 유아는 우선 편집-분열 포지션(paranoid-schizoid position)으로 

자신을 방어한다. 발달이 순조롭고, 특히 이상 인 가슴과의 동일시가 

이루어지면, 유아는 죽음의 추동을 견디어내게 되고 원시 인 방어기

제에 덜 의존하게 된다. 즉, 피해의식이 감소되고, 상의 좋은 측면

과 나쁜 측면이 통합되면서, 이제 유아는 우울 포지션(depressive 
position)으로 옮겨간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아는 차로 자신의 소망

이 실제의 실이 아니라 환상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통해서 실 

감각을 갖기 시작한다고 보았다. Winnicott(1971)도 충분히 좋은 엄마

(good enough mother), 간 상(transitional object) 등의 개념을 통

해, 아이 자신이 능하다는 환상으로부터 보다 실 인 자각으로 

환되는 것이 매우 요하다고 보았다.
Mahler, Pine과 Bergman(1975)은 분리-개별화(separation-individuation) 

이론을 심으로 공생  융합(symbiotic fusion)과 주체-객체 분화, 의존

과 자율간의 원  갈등과 련된 기 유아의 심리 발달을 조망하

는데(Mentzos, 1982), 발달 과정에서 어머니의 충분한 보살핌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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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이고 정 인 허용은 유아로 하여  다양한 좌 에도 불구하고 

공생 계의 분리로 인한 어려움들을 처하게 해주고, 응집된 자기 표

상과 상 표상을 보장해 다고 보았다. 유아는 재 근기(rapproachment 
subphase) 동안에 어머니에 한 자율성 추구와 재결합 사이의 갈등을 

거치면서 양가감정(ambivalence)이 통합된 정서  상 항상성(emotional 
object constancy)을 획득하게 된다. 

Kohut(1971, 1979)에 의하면, 생애 기 계에서 자기(self)는 원

시 인 거  자기(grandiose self)와 이상화된 부모상(idealized parental 
imago)이라는 두 개의 극으로 구성된다. 이 두 극은 자기 상과의 

계 경험을 통해서 차로 건강한 야망이나 실 인 이상, 가치로 변

형된다. 유아는 안 한 환경 안에서 실 으로 부딪히는 사건들을 

직면하고 좌 과 실망을 견디어 냄으로써 자기 상의 기능  특성들

을 내재화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자기 상의 반  기능이나 공감이 

충분하지 않은 외상 인 경험을 할 경우 자기 체계에서 다양한 결함

들이 나타날 수 있다. 를 들어, 반 에서의 실패는 유아의 원

인 만족을 좌 시킬 것이고, 잘못된 부모 이미지를 내사(introject)하
게 될 것이며, 편화된 자기를 발달시킬 수 있다. 그리고 상처받은 

자기애는 자기애  분노(narcissistic injury)를 일으키고, 거  환상

(grandiose fantasy)으로 이끌 수 있다. 이 게 자기가치 감정에 

을 느낄 때 사람은 편화 상을 방어하면서 다양한 심리장애를 일

으킬 수 있으며, 원 인 상태로의 퇴행(융합 환상), 거  환상, 이

상화 등으로 자기를 보상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
Lacan(1966)은 욕구(besoin)와 욕망(désir)을 구분하 는데, 욕구는 

인간의 자연 , 생물학  본능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신체  생존을 

해 충족되어야할 생물학  필요성이라고 하 다. 그러므로 욕구의 

상은 자연 , 물리  사물이다. 반면에 인간의 욕망의 상은 “타자

의 욕망”이다. 인간은 타자의 성  욕망의 상이 되기를 욕망하며, 
 타자로부터 인정받기를 욕망한다. 그는 타자의 완벽한 사랑의 

상이 되기를 욕망하는 경우를 특히 요구(demande)라고 불 는데,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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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요구는 궁극 으로 완 한 사랑에 한 요구이다. Lacan은 Freud
가 말하는 소망에 욕망과 요구라는 두 가지 의미를 부여하 다. 욕망

은 원히 충족될 수 없는 근본 인 결여를 강조하는 개념이고, 요구

는 결코 충족될 수 없는 이 욕망이 완 히 충족될 것을 요구하는, 
는 완 히 충족되었다고 믿는 심리상태를 가리킨다. “욕망은 요구에

서 욕구를 뺀 차이”로 정의된다. 아이는 어머니를 통해 배고픔과 같

은 욕구를 충족하지만, 아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순수한 욕구의 

충족이 아니라 어머니가 항상 같이 있어주는 것이다. 욕망은 욕구와 

요구가 완 히 일치할 수 없다는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결여의 체험에

서 생겨난다. 욕망은 욕구와 요구를 통해서도 결코 충족될 수 없으므

로 끊임없이 새로운 무언가를 찾아야 하는 주체의 결여 상태를 지칭

한다. 인간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에 한 주체  응답인 무의식  환

상을 통해 형성된다. 그러므로 이 환상을 타 할 때 탈출구가 열린다. 
Freud(1933)는 정신분석 치료의 목표를 “원 아(Es)가 자아(Ich)가 되

어야한다.”2)고 하 는데, Lacan은 이와 련하여 환상을 가로지르기

(traversée du fantasme)라는 표 을 하 다. 이는 자신의 환상에 해 

철 히 작업함으로써 새로운 주체로 탄생하는 것이 분석 작업의 진정

한 목표라는 것이다(홍 기, 2002).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정신분석 치료에서의 심 과제는 치료 과

정을 통해 자신의 유아 이고 비 실 인 능 환상을 포기하고 보다 

실 인 지각으로 변화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치료 동기와 련

하여, Rey(1988)는 사람들이 정신분석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가장 

실한 내  동기는 무의식에 숨겨져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자신 안에 

표상되어 있는 계 상을 치유하고 복구(reparation)하는 것이라고 

하 다. 그러므로 내담자가 자신의 분석 과정 에 이러한 숨겨진 의

도를 발견하게 될 때 하나의 극  사건이 되며, 이 체험이 할수

록 근본 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 다. 윤순임(2004)은 상 

복구(object reparation)를 해서는 상에 한 능한 통제를 포기

2) “Wo Es war, soll Ich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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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상 가 나로부터 독립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상실 불안을 

버틸 수 있는 자기 능력을 키워야한다고 보았다. 좋기만 한 것, 무섭

기만 한 것과 같은 극단 인 계를 극복하고 자기 심을 찾아 

상 계를 회복해야하는데, 이것은 이 두 극단을 포기하는 애도 작업

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련하여 인간의 창의성과 무언가 창조하고자 하는 제반 충동

이나 욕구는 손상된 내  상을 복구하려는 인간의 욕구와 깊이 연결

되어 있다(윤순임, 2004). Segal(1981)은 복구 추동(reparative drives)이
라는 말을 썼는데, 이는 상 복구가 자아와 상 계 발달에 필수

이고, 창의 이고 건설 인 성취에 원동력이 되며, 추동을 승화할 수 

있는 능력에 결정 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술가들의 

창의 인 작업은 공격성과 괴를 표 할 수 있는 수단이면서 동시에 

상 복구의 수단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를 들어, 라벨의 오페

라 ‘주문(das Zauberwort)’에서는 어떻게 한 아이가 분노 발작과 공격

성을 연민과 공감으로 극복하여 원한의 세상, 의 세상을 친 한 

세상으로 바꾸어 놓는지를 보여주고 있다(윤순임, 2004). 

Ⅶ. 결어

Freud의 탄생 이후 150여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정신분석 내에서 많

은 이론 이고 치료 인 발 이 있어 왔다. 본고에서는 추동이나 소망

과 같은 동기 개념을 심으로, 추동이론, 자아심리학, 상 계 이론, 
자기 심리학의 다양한 에서 동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

아보았다. 요약컨 , 추동의 역에서, 우리는 신체  기반에서 유래된 

충동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이러한 충동이 차 인지 으로 표상되고 정

교화되면서 특정 상  환상과 결합되며, 자기 경험, 자아 기능, 상

계와 련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자아 기능의 에서, 우리는 

기본 인 실 조율과 긴장 조 , 응을 향한 자극과 경향에 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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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성 역량을 타고 날 수 있다. 이러한 자아 기능은 부정 인 정동을 회

피하기 해 시도된다. 상 계의 역에서, 우리는 주요 양육자와 

한 계를 맺으면서 발달하고, 일생에 걸쳐 과거의 내재화된 상

계를 반복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자기 경험의 역에서, 우리는 

주  불편감을 바로잡으려는 평형상태  경향성이 있고( 를 들어, 
배고  때 아이가 우는 것), 친숙한 주  자기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

며(자기 항상성), 이러한 과정에서 편화된 자기 상태가 나타날 수 있

고 이를 보상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게 된다.
의 정신분석은 학제간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신경과학과의 목을 통해 신경정신분석학이 태동되기도 하 다. 이

러한 입장에서 동기 개념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간단히 기술하 는

데, 특히 추구 체계는 Freud가 말하는 넓은 의미의 리비도 추동과 매

우 유사한 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Freud의 정동의 성질에 한 통

찰은 가장 진보된 의 신경과학  과 일치한다. 학제간 연구

와 련하여 동기에 한 연구에서 고려해야할 부분이 있는데, Freud 
이후 인간의 마음과 삶을 움직이는 동기에 해 다양한 개념과 설명

이 제공되었지만, 아직까지 동기와 련된 개념들( 를 들어, 추동, 
욕구, 소망, 욕망, 환상 등)이 일 되게 정리되거나 통합되기 보다는 

연구자나 학 에 따라 다양하게 표 되고 다르게 이해되는 경향이 있

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기와 련된 개념들의 개 과정을 다양한 

입장에서 고려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보다 통합 인 시각에서 재

정립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마지막으로는 실제 임상 장면에서의 치료와 련하여 능 환상과 

상 복구에 한 것을 간단히 다루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근

본 으로 무기력하기 때문에 상에 한 능한 통제를 하려는 시도

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자기와 상이 구분되고 독립된 존재

라는 것을 차 인정할 수 있어야하고, 자신의 실 인 한계를 수용

할 수 있어야할 것이며, 그럼으로써 부족한 가운데 의미 있고 충만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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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ories of Motivation in Psychoanalysis

Lee, Yong-Seung 

Theories of motivation in psychoanalysis have undergone a century 
of debate and development since they were initiated by Freud’s 
motivation theory. Contemporary psychoanalysts and psychotherapists 
psychotherapist utilize drive theory, ego psychology, object relations 
theory and self psychology in understanding and treating patient. 
However, theories of motivation in psychoanalysis  have not been 
integrated consistently. In this article, motivational concepts such as 
drive, need, wish and fantasy are described in terms of drive theory, 
ego psychology, object relations theory and self psychology.

In relation to drive theory, the theory of motivation in 
neuropsychoanalysis is also presented. These spheres all consider 
that there are intrinsic motivational tendencies in humans and that 
these undergo developmental transformation. Lastly, in the realm of 
treatment in clinical situations, omnipotent fantasy and object 
reparation are considered. 

Keywords: Motivation, Drive Theory, Ego Psychology, Object 
Relations Theory, Self Psychology, Neuropsychoanalysis, 
Omnipotent Fantas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