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담 학 연 구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2004, Vol. 5, No. 4, 1155-1168

아 동의 공 격 성 유발 요 인에 대 한 대 상관 계 이론 적 관 점
이 정 혜
안양보육교사교육원

본 연구는 대상관계이론의 관점에서 아동의 공격성을 유발하는 요인을 찾아보기 위하여 대상관계이론가인
Klein, Kernberg, Winnicott, Kohut의 이론을 고찰하였다. 대상관계이론에서 살펴본 공격성 유발요인은 첫
째, 자기 혹은 대상에 대한 좋은 면과 나쁜 면의 통합실패 및 분열; 둘째, 분리-개별화의 미발달과 자기감
의 미확립; 셋째, 양육자로부터 공감적 반응의 결핍 세 가지로 수렴할 수 있었다. 한편, 대상관계이론에 의
하면 인간행동의 원인이나 성격적인 특성은 양육초기에 경험한 의미있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특히 전 외디푸스 시기에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은 내면화 혹은 내사되어 표상을 형
성하게 되며 이는 그 이후의 사회적 생활에 영향을 주는 관계적 도식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부정적으
로 형성된 대상표상은 자기와 타인의 이미지나 새로운 대인관계 뿐 아니라 다양한 동기와 감정적 반응을
부정적으로 기대하고 지각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주요어: 대상관계이론, 공격성, 분열, 통합, 자기감, 공감적 반응, 표상

공격성(aggression)이란 사람이나 사물을 정복
하거나 이기기 위하여 물리적 또는 언어적으로 과
격하게 표현되는 행동 뿐 아니라 분노를 촉발하는
정서상태(Bushman & Huesmann, 2001; Geen, 2001)
로서 사람이나 목표물을 향하여 심리적 혹은 신체
적인 해를 입히는 행동(Herson & Sledge, 2002), 사
람이나 사물에게 직접 행하는 파괴적이고 처벌적인
행동 혹은 상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습관적
으로 다른 사람을 단순한 객체로 다루는 성격의 한
측면을 의미한다(Raymond, 2002). 공격성의 유형은
충동적- 반응적- 적대적- 감정적 (impulsive- reactive- hostile- affective)공격성과 의도된- 능동적- 도

구적- 행동적 (contolled- proactive- instrumental- pr
edatory)공격성으로 구별 할 수 있다(Harperin, Mc
Kay, & Newcornet, 2002). 전자는 분노의 감정으로
대상에게 해를 입히려는 적대적이며 충동적 행동으
로 나타나는데 이는 아동기에 부모나 친구로부터
폭력을 당하거나 공격과 박해의 대상이 되었던 경
험에 의하여 형성되어 반응적으로 표현되는 공격성
이다. 후자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동기를 가지
고 공격성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보상을 기대하는
의도적이며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공격성이다. 한
개인의 공격행동이 내면의 정서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인지 혹은 의도한 것을 성취하려는 도구적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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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의 공격성인지를 변별하기는 쉽지 않다(Anderson & Bushman, 2002; Baron, Byrne, & Griffit
1994; Berkowitz, 2000, 2003; Geen, 2001).
공격성 발달에 대한 관찰과 연구에 의하면 후기
영아기인 18개월과 36개월 사이에 공격적 특성이
처음 나타나며 아동기 동안 공격성은 유지되다가
그 후 청소년기의 비행과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성인기까지 확장되어 알콜 남용, 범죄 행동
등과 연관됨(Brook, Zheng, Whiteman, & Brook,
2001; Coie & Dodge, 1998; Crick, Casas, & Nelson,
2002; Crick, Grotpeter, & Bigbee, 2002; Harperin
et al., 2002; Knox, King, & Hanna, 2000; Mullin,
2003)을 볼 수 있다. 특히 아동기의 공격성은 반사
회적인 행동특성인 사회적 기술의 미발달, 부정적
또래관계, 사회성 부족,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 부족,
학업결손, 학습문제 등을 유발한다(Crick, Casas, &
Mosher, 1997; Farrington, 1991; Sutton, Cowen, &
Crean, 1999; Warman & Cohen, 2000). 이 같이 영
유아기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공격성은 청소년기 이
후의 부정적 사회관계나 문제행동으로 발전될 개연
성이 다분하다.
오늘날 인간의 공격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
인과 사회의 부정적 문제들을 감소시키는 것은 우
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사회가 해결해야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공격적 행동을 감소시
키거나 중재하려면 공격성의 발생 혹은 공격성을
유발하는 원인을 규명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아동의 공격성을 유발하는 원인을 이론적으로 고
찰하여 공격성 문제에 개입하는 일부의 실험연구
를 위한 기초이론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둔
다. 인간의 공격성에 대하여 정신분석이론, 사회학
습이론, 정보처리이론 등으로 설명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행동문제를 성장초기에 양육자
와의 관계적 맥락에서 접근하는 대상관계이론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공격성 유발요인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론적 고찰
대상관계이론의 개관
Freud의 정신분석이론을 근간으로 출발한 대상
관계이론은 인간 행동의 원인이나 대인관계 유형이
전 외디푸스기(preoedipal)에 형성된 의미 있는 타
인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현대 정신분석
학자들은 인간이 대상과 관계를 추구하는 것을 Freud
의 해석과 같이 본능적 욕동(instinctual drive)이라
고 보지 않고 관계를 맺으려는 욕구 때문이라는 새
로운 이론적 틀로 대치하여 대상관계이론을 형성하
게 되었다(Likierman, 2001; Mitchell & Black, 1995;
Scharff & Scharff, 1998). 이들은 아동과 대상과의
경험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인간의 공
격성에 관심을 두었는데 공격성이란 정신 내적
(intrapsychic)인 위협에 대한 자아의 반응으로 보
았고 이 자아는 아동과 그들을 돌보는 사람과 상호
작용의 질과 관계있다는 점을 통찰하였다(이재훈역,
1999, 2000; Greenberg & Mitchell, 1983; Likierman,
2001; Mitchell & Black, 1995; Scharff & Scharff,
1998). Freud의 기본 전제를 이같이 대치시킨 것은
Sullivan과 Klein을 선두로 하여 Fairbairn, Guntrip,
Winnicott으로 구성된 영국의 학파들과 Mahler,
Jacobson, Kernberg 등 미국의 자아심리학자들이
중심이 되었다(이정혜, 2004; Guntrip, 1996).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진보되고 발달된 대상관계이론을
구분하는 중요한 논점 중의 하나는 Freud의 본능적
욕동이론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이다(岡田
督, 2001; Mitchell & Black, 1995; Scharff & Scharff,
1998; Summers, 1994). 본 연구에서는 Freud 이후
공격성 이론의 발전에 대하여 명쾌한 분류를 제시
하는 岡田 督(2001; 47- 69)에 근거하여 공격성을 죽
음본능으로 인정하는 대상관계이론가 그룹에서 Klein,
Freud의 죽음욕동을 인정하지 않으나 일차적 본능
으로서의 공격성을 인정하는 대상관계론적 자아심
리학 그룹에서 Kernberg, 죽음욕동과 공격성을 본
능으로 인정하지 않고 공격성이란 자기 주장적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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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외부의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활동성
(activity)으로 간주하는 그룹에서 Kohut, Winnicott
의 이론으로 공격성의 발생을 살펴보고자 한다.

두려움을 말하고 분열증은 이러한 두려움에 대한
방어로서 자신을 사랑하고 나쁜 젖가슴을 미워하며
이 나쁜 젖가슴으로부터 좋은 젖가슴을 분리시키는

M . Klein의 관점
Klein의 인간에 대한 시각은 삶과 죽음의 본능과

분열을 의미한다. 이 같이 전 외디푸스 시기(preoedipal)에 박해불안(persecutory anxiety)의 위협을 해
결하기 위해서 죽음본능은 증오와 분열의 공격적

대상에 대한 선험적 지식과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가정에서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공격성은 개인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동기적인 에너지이며 경험이전
에 결정된 것으로 보는데(이재훈 역, 1999; Greenberg
& Mitchell, 1983) 아동은 출산 시 자궁을 상실하는
고통과 불쾌로 인하여 박해불안(persecutory anxiety)
과 멸절공포(fear of annihiliation)를 가지게 되는데
여기서 공격욕동이 강화된다고 한다(Klein, 1975).
또한 환상(phantasy)안에서 성적으로 결합(sexual
union)한 부모를 공격하는 자신을 향하여 부모의 성
기(mother 's and father 's penis)가 복수할 것이라
는 편집증적 불안(paranoid anxiety)이 생긴다. 이
같은 심리적 위협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죽음 본능
을 밖으로 표출하게 되는데 이때 아동 내면의 공격
충동의 양과 비례하여 외부현실을 공격하게 된다
(이재훈 역, 1999; Greenberg & Mitchell, 1983). 특
히 구강기(oral stage) 동안 아동은 자신의 경험을
good과 bad로 나눈다고 한다. 영양과 생명을 공급
해주는 어머니의 젖가슴(good breast)을 사랑하고
감사하지만 배가 고플 때는 박해와 고통(perscute
and pain)을 받는다고 느끼는데 이때 나쁜 젖가슴
(bad breast)이 배고픈 불쾌감을 주면서 아동 자신
을 공격한다고 여기므로 이 나쁜 젖가슴을 미워하
며 파괴하려는 보복환상(retaliatory fantasies)을 가
지게 된다. 좋은 젖가슴이 안전한 피난처로 남아있
기 위해서는 나쁜 젖가슴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아동은 good과 bad을 분열
하게 된다는 것이다. Klein은 아동의 이런 경험을
편집- 분열적(paranoid- schizoid position)이라고 불
렀다. 편집증은 피해의식에 의해서 생긴 불안, 즉
밖으로부터 침입해 들어오는 악의적인 세력에 대한

기제로 표출된다(이재훈 역, 2000; Likierman, 2001;
Mitchell & Black, 1995).
O. Kernberg 의 관점
Kernberg은 ego, id, superego의 고전적 인격구
조 안에서 자아(ego) 안에 존재하는 인격의 핵심부
분인 자기(self) 형성을 강조하였고 자기- 대상- 정
서의 관계에서 공격성이 표출된다고 본다(岡田 督,
2001). 인지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은 모든 경험을 좋
음과 나쁨의 정서로 조직하는데 나쁜 경험은 대상
을 부정적으로 내사(introjection)하여 병리적 자기
애(pathological narcissism) 혹은 경계선 인격 구조
(borderline personality organization)를 형성하게
된다고 한다. Kernberg에 의하면 대상관계는 아동
과 어머니 사이의 관계를 반영하는 심리내적 표상
을 기초로 이자관계, 삼자관계, 다중적 대상관계로
발달해 나가는 것이다. 이 때 아동이 경험하는 특정
한 정서적 상황에서 심리적 표상들이 먼저 확립되
고, 자기 이미지와 대상 이미지가 형성되는데 초기
의 나쁜 정서경험은 자기(self)의 형성에 문제를 가
지게 된다. 어린시절에 적절한 정신적 발달을 경험
한 적이 없고 정신구조를 확립하지 못한 개인은 현
실적인 정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게되므로 이들
은 정신 안에 형성된 혼란되고 모순적인 자기와 대
상물을 반복하여 행동화하게 되는데 이러한 분열된
양가적인 마음상태를 자기장애(self disorder)라 하
였다(이재훈 역, 1999; Greenberg & Mitchell, 1983;
McHugh, 2001). 이들의 특성은 이상화, 가치절하,
투사, 투사적 동일시의 초기 형태로서 자기표상과
대상표상이 끊임없이 변하는 유동적 대상관계 형태
를 드러내며 특히 경계선 인격의 특성은 자신과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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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향하여 충동, 분노, 불안정한 대인관계, 정체감
혼란, 권태감, 자기 상해적 행동 같은 공격성을 나
타낸다고 한다(Kernberg, 1976; Mitchell & Black,
1995). 이같이 어린시절에 적절한 정신적 신진대사
를 경험한 적이 없고 정신구조를 확립하지 못한 아
동은 성장 후 현실의 정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게
되고 정신 안에 형성된 혼란되고 모순적인 자기를
분열과 양가적인 모습으로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
다. Kernberg은 이를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것으
로 이루어져 있다고 표현하였다(이재훈 역, 1999;
Greenberg & Mitchell, 1983; McHugh, 2001).
D . Winnic ott의 관점
Winnicott은 아동이 전 외디푸스기 동안 경험하
는 타인과의 관계 질이 성격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보았으며 공격성은 아동과 양육자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라 하였다(Davis &
Wallbridge, 1981). Winnicott은 각 개인은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개별화된 존재가
되고자하는 힘인 자기(self)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개인의 진정한 자기(ture self)는 정신의 핵을 구성
하는 타고난 잠재력이며 자발적 표현능력인데 자기
가 형성되기 이전에 성장환경에서 박탈되거나 방해
받는 경험(interrupted)을 하게되면 거짓자기(false
self)가 형성되고 반사회적 경향성을 나타낸다고 하
였다(APA, 1990). 따라서 Winnicott은 아동의 발달
에 양육자의 영향을 강조하였다. 신생아를 둔 어머니
의 헌신적인 마음 상태를 일차적 모성 몰두(primary
maternal preoccupation)라 하는데 이런 양육태도
는 전 외디푸스 기 아동에게 전능환상(omnipotance
fantasy)을 느끼게 하여 건강한 자아발달을 돕는다.
그러나 양육자가 자신에게 몰두한 채 아동에게 환
경적 배려(holding invironment)를 해주지 못하면
아동은 엄마가 자신을 침범(inpingement)한다고 느
끼고 반응을 강요당한다고 느끼게 된다. 이와 같이
충분히 좋은 엄마(good enough mother)를 경험하
지 못한 아동은 진정한 자기를 이루지 못하게 되어

인격적으로 파편화되고 희망이 없고 불운하며 무엇
인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느끼게 되는데 이런
중립적 상태(neutral state)는 아동기에 반사회적인
활동성으로 공격성을 표현되며 훔치기, 거짓말하
기, 공격적인 행위, 파괴적 행동과 충동적 잔인성,
성도착 행동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이재훈 역, 2000;
Davis & Wallbridge, 1981; Mitchell & Black, 1995;
Winnicott, 1972) 한다.
주관적 전능감에서 객관적 현실로 전환하는 과
정에서 대상사용(object usage)이라는 건전한 공격
성이 작용하는데 이 시기에 아동의 공격을 받는 대
상(양육자)은 손상되지 않고 아동의 환상적 통제
밖에 건강하게 살아남아야 한다. 만약 이때 양육자
가 아동에게 보복을 하거나 아동의 욕구에 적응해
주지 못하면 아동은 불안과 혼란으로 인해 새로운
자아방어를 만들어 내거나 대상과의 접촉에 실패하
거나 창조적인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정신구조 안
에서 공격적인 생각과 충동이 생겨난다(이재훈 역,
1997, 1999; Davis & Wallbridge, 1981; Greenberg
& Mitchell, 1983).
H . Kohut의 관점
자기심리학(self psychology)의 이론 체계를 형
성한 Kohut은 Freud의 리비도와 죽음본능 개념에
는 반대하나 인간의 성욕과 공격성에 대한 개념은
긍정하고 있다(岡田 督, 2001; Kohut, 1980; Kohut
& Seits, 1975). 자기심리학에서는 자신을 전체적
자기로 조직하려는 개인의 욕구를 인간의 가장 근
본적인 동기로 보며 자기와 환경사이를 잘 유지해
가는 것을 발달의 핵심으로 본다. Kohut은 아동이
양육자로부터 부정적 반응을 경험하게 되거나 충분
한 공감을 얻지 못하거나 좌절을 경험하게 되면 아
동 내면의 근본적 힘인 자기 주장적 활동이 부정적
으로 표출되어 적대적이고 파괴적이며 알 수 없는
분노를 일으키는 공격성을 유발하게 된다 하였다.
이와 같이 Kohut은 고전적 분석가들의 견해처럼
공격성을 본능으로 보지 않고 자기애(narciss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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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상처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았다. 즉
아동이 대상에게서 충분한 공감적 반응(empathic
response)을 받지 못하면 자기 응집력, 활력, 조화
로움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태를 자기
애적 장애(narcissistic disorder)라 하였다. 이는 핵심
자기로서의 통일성을 잃게 하는 자기파편화(fragmenting self)를 초래하고 여기서 자기애적 분노
(narcissistic rage)가 발생되어 파괴적 공격성을 유
발하게 된다고 보았는데 그 특징은 용서를 모르는
미움, 잔인함을 보이고 해치려는 욕구에 사로잡히
게 된다(이재훈 역, 2000; Kohut & Seitz, 1975;
Mitchell & Black, 1995)고 한다.
Kohut은 자기의 유형에 대하여 가상적 자기, 핵
심 자기, 응집력 있는 자기, 과대적 자기, 원시적 자
기, 파편화 자기, 텅빈 자기, 짐을 진 자기, 과도하게
자극된 자기, 균형 잃은 자기가 있다고 한다. 한편
으로는 개인이 아동기 동안 자기를 유지시켜주는
대상에 대하여 자기와 자기대상 사이의 인지적인
모호성을 느끼는 융합의 경험을 하는데 이때 자기
대상은 독립적인 주도성이나 의도성을 지니지 않아
야한다는 것이다(이재훈 역, 2000; Mitchell & Black,
1995). 아동이 궁극적으로 건강한 자기에 도달하기
위하여 세 가지의 특별한 자기대상을 경험해야 하
는데 첫째, 아동의 활동과 완벽함에 대하여 반응해
주고 확증해주며 기쁘고 찬성하는 눈빛으로 바라보
고 지지해 주는 자기대상의 경험을 해야 한다. 둘
째, 아동이 좋아하며 자기를 절대적이고 전능하다
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 타인과 강력한 관계경험을
가져야 한다. 셋째, 주변의 아이들과 유사하며 개방
된 마음을 가지며 본질적으로 그들과 동일하다는
느낌을 일으키게 하는 경험을 필요로 한다(Mitchell
& Black, 1995)고 한다. 그러므로 아동은 부모로부
터 인정, 찬사, 긍정, 무조건적 수용을 경험해야 전
능감과 과대주의를 만족시킬 수 있고 자기애적 충
족을 느끼게 되는데 부모(양육자)에게서 항상성, 양
육, 공감, 존경을 경험할 수 있는 이상화된 부모와
의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여 아동이 과대적 자기

(grandiose self)를 경험을 하지 못하면 공격적이 된
다(이재훈 역, 1999; Greenberg & Mitchell, 1983).
위에서 살펴본 Klein, Kernberg, Winnicott, Kohut
의 이론을 종합해보면 공격성을 설명하는 근거는
① 자기와 타인 혹은 대상과의 관계에서 좋음과 나
쁨에 대한 통합성을 이루지 못한 분열상태, ② 건강
한 자기감을 확립하지 못한 상태, ③ 아동의 전능성
을 충족시켜주는 양육자의 공감적 반응의 부족 세
가지로 요약된다.

대상관계이론에서 본 공격성 유발 요인
이 장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Klein, Kernberg,
Winnicott, Kohut의 이론을 통합하여 아동의 공격
성을 일으키는 원인별로 재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또 한편 아동의 발달초기에 대상과의 관계에서 형
성된 경험의 질은 내면화 혹은 내사되어 대상표상
(object representation)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는 자
기와 타인에 대한 이미지나 새로운 대인관계 뿐 아
니라 다양한 동기와 감정적 반응을 기대하고 지각
하는 도식(schema)이나 모델(internal model)로 작
용하게 된다. 따라서 부정적 경험으로 인하여 부정
적 표상을 형성하게 되면 그 이후의 대인관계나 감
정적 반응양식이 부정적으로 표현된다고 한다(Blatt,
et al., 1998; Grych et al., 2002; Gauthier, 2003;
Moretti et al., 2001). 그러므로 아동의 공격성은 앞
에서 살펴본 대로 대상관계이론에서 설명하는 세
가지의 원인에 의하여 유발될 수도 있고 다른 한 면
으로는 이 세 가지 원인들로 인하여 아동의 내면에
부정적 표상이 형성된 후 그 표상을 매개로 하여 공
격적 행동을 표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을
그림 1에 모형으로 표시하였다.
분열과 공격성
분열(splitting)이란 자기와 타인에 대한 심리적
표상들을 상반된 성질에 따라 good과 bad으로 분
리(part)하는 원시적인 정신기제(APA, 1990)로서
대상에 대하여 통합하지 못하는 미성숙한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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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Klein의 이론을 요약하면 아동은 전 외디푸스 시
기에 모든 대상을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으로 분리
하여 인식하는데 외부의 나쁜 대상이 자신에게 박
해를 가한다고 여기고 멸절에 대한 공포와 본능적
공격성으로 그 대상을 공격한다. 따라서 좋음과 나
쁨으로 분열된 대상을 통합하는 경험을 하지 못한
채 성장하면 주변 환경과 사람에 대하여 부분적으
로만 이해하게 되므로 자신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것을 주지 않는 대상은 모두 나쁜 대상으로 간주하
게 되고 공격성을 드러내게 되는데 무의식적 환상
안에서 자신에게 좌절, 실망,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준다고 생각 되는 타인에게는 격렬한 분노와 파괴
성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다
Kernberg의 이론을 요약하면 자아의 발달과업에
서 우선적으로 자기와 타인 이미지 혹은 내적세계
와 외부세계의 경계를 분리하거나 명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음을 말하였다. 자기와 타인을 구분 한 이
후 선하고 사랑스러운 자기 이미지와 만족을 주는
대상 이미지들은 리비도적 긍정적 감정과 서로 묶
여지고, 공격적 부정적인 감정들은 따로 나뉘게 되
는데 이러한 분리는 아동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며 만족스럽기도 하고 좌절스럽기도 한 전체대상
을 경험하게 되면서 사랑과 미움의 감정을 통합할
수 있고 좋음과 나쁨에 대한 분열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것이 실패하면 경계선적인 병리가
발생하는데 경계선적인 인격의 특성은 만연된 충동
과 만성적인 불만과 공격성을 나타내게 된다.
Winnicott의 이론을 요약하면 아동은 산만하게
흩어진 경험의 조각과 파편들 때문에 분열되어 있
으나 어머니의 좋은 양육을 경험하면서 어머니를
통합된 전체로 지각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어
머니가 좋은 양육자로서의 역할에 실패하면 아동은
참자기와 거짓자기의 형성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는 직접적으로 공격성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욕망과 의미를 분출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분노 혹은 우울이 발생된다고 한다.

자기감 미확립과 공격성
자기(the self)란 인격의 핵심을 지칭하는 심리학
적 개념인데 유전적요소와 환경적영향의 상호작용
을 통해 응집적 자기로서 일관성 있는 구조를 지니
게 되면 주도적이고 독립적 존재감을 갖게 된다
(APA, 1990).
Kernberg의 이론을 요약하면 자기를 인격의 핵
심부분으로 보며 개인의 야망, 이상, 재능, 기술의
저장고라 하였다. 개인은 자신이 주도성을 지니고
있고 독립된 자기로서의 존재 개념을 갖기 원한다.
그러나 양육자가 좋은 자기대상 역할을 못하여 12
개월에서 24개월 경 분리 개별화 과정의 재접근
(rapprochement) 단계에 아동이 고착되면 자기개
념의 불안정성, 대상항상성의 결핍, 외부 대상에 대
한 과잉의존 등의 원인으로 경계선 인격장애가 발
생한다. 경계선 인격은 혼동스럽고 충동적이며 성
찰할줄 모르며 스스로의 생각에 빠져있어 자신과
타인을 분명하게 구분하지 못하며 자신에게 있는
나쁜 감정을 없애려고 타인에게 전가하며 정체성이
모호하고 성격의 통합을 이루지 못하게 되어 충동
적 공격성을 나타낸다.
Winnicott의 이론을 요약하면 공격성은 자아가
가진 활동성 혹은 운동성과 같은 의미인데 파괴적
인 일차적 의미의 공격성은 체험이 불충분하여 발
생하는 정서이다. 양육자가 아동의 필요에 부응하
지 못하고 자신에게 몰두해있거나 자신의 의도를
아동에게 부과한다면 아동은 참자기를 표현하지 못
하고 거짓자기 장애(false self disorder)를 형성하
게 되는데 이와 같이 본래적인 자기의 활동성을 표
현하지 못하게 되면 내면에 분노가 발생하며 이로
인하여 공격성이 나타난다.
Kohut의 이론을 요약하면 응집력 있는 핵심자기
에 도달하려면 자기대상이 제공하는 공감적 반응을
경험해야 한다고 하였다. 양육자의 반영이 부족하
면 자기구조의 온전성과 능력에 손상이 생기며 이
에 따라서 아동은 응집력, 활력, 조화로움을 확립하
지 못한 상태가 되는데 이는 자기애적 분노를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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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며 파괴적인 공격성을 발생하게 된다고 한다.
공감적 반응의 미경험과 공격성
Klein의 이론을 요약하면 아동이 편집- 분열의 형
태로 있는 생후 3- 4개월의 시기에 양육자의 좋은
돌봄이 없다면 박해불안의 편집증적 공격성과 두려
움을 감소시킬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아동의 파괴적
공격성에서 잘 견디어준 어머니는 아동의 경험을
묶어 주는 역할을 감당하여 아동이 대상을 전체로
통합할 수 있도록 돕는다.
Winnicott의 이론을 요약하면 개인의 생애 최초
의 몇 달 동안 경험이 개인의 성격을 형성에 결정적
이라고 보았는데 아동은 객관적 세계를 경험하는
일에 방해받으면 진정성과 자발성을 상실하고 왜곡
된 성격을 갖는다고 하였다. 아동이 주관적 전능감
으로 어머니를 사용할 때 어머니가 위축되고 붕괴
되거나 혹은 아동에게 보복한다면 아기는 자신의
전능감을 경험해 보지 못한 채 조숙하게 외부현실
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이 때 아동은 자신이
대상들을 충분히 요구하고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하
게 되고 결과적으로 욕망을 신경증적으로 억제하게
되며 억제된 욕망은 그 이후 충동적 공격성으로 표
출될 수 있다.
Kohut의 이론을 요약하면 부모의 적절한 행동과
반영으로 아동의 전능감과 과대주의를 만족 시켜서
아동이 자기애적 충족을 느끼게 해야 한다. 부모가
좋은 자기대상의 역할을 해주지 못 한다면 아동은
부모를 자신의 완전성에 공감해 주지 않는 공격자
로 느끼게 되며 아동이 양육자로부터 핵심자기로서
의 통일성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 자기주장으로서
의 공격성이 이차적으로 파괴적인 공격성을 발생한
다고 보았다.

은 개인의 정서상태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이후
의 모든 사회적 상황에서 관계적 도식 혹은 내적 작
동모델이 되어 경험하는 상황을 동일한 패턴으로
인지하는 역할을 한다(Baldwin, 1995; Baldwin et
al., 2003). 인지발달 심리학(Piaget, 1954; Werner
& Kaplan, 1963)과 현대정신분석이론에서는 인간
이 대상에 대한 개념과 정신적 표상의 발달 구심체
가 무엇인지를 규명하려 하였다. 시간의 경과에 따
라 정신적 표상이 변화한다는 것은 인지발달의 표
현을 의미한다. 인지발달의 표현은 개인의 본성적
능력과 그의 경험, 특히 개인에게 의미있는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경험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이러한 대
인 관계적 경험들은 인지구조의 형태로 내면화되어
계속적으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지휘하거나 조직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정신분석적 발달이론에 따
르면 아동은 양육자와의 상호작용 경험을 자기와
타인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도식으로 변화시킨다
(Ainsworth, 1982; Blatt, 1991, 1995; Bowlby, 1969,
1988; Lichtenberg, 1983; Mahler, Pine, & Bergman,
1975; Main, Kaplan, & Cassidy, 1985; Piaget,
1962; Stern, 1985)고 한다. 그러므로 부정적으로 형
성된 표상은 아동기의 물리적, 언어적인 공격성이
나 관계적 공격성과 난폭한 행동과 청소년기의 비
행에 영향을 미친다(David et al., 2004; Moretti et
al., 2001; T apper & Boulton, 2000).
아동의 공격성 유발에 대한 이론을 이상에서 살
펴본 Klein, Kernberg, Winnicott, Kohut의 관점에
서 비교하여 표 1에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요
약된 이론을 바탕으로 대상관계이론에 근거한 공격
성 발생 모형을 그림 1과 같이 구성하였다.

논
표상과 공격성
한 개인이 중요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던 아동
초기의 경험으로 인하여 외부세계의 대상이 주체의
마음속에 내재화된 것을 대상표상 혹은 내적대상이
라 한다(APA, 1990). 내재화된 대상 혹은 대상표상

의

본 연구는 아동의 공격성을 유발하는 원인을 대
상관계이론의 관점에서 고찰하여 공격성 문제에 개
입하는 일부의 실험연구를 위한 기초이론을 제공하
는데(공격성관련 연구들...) 목적을 두고 대상관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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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공격성 발생에 대한 대상관계이론가의 관점
대상관계
이론가

좋음/ 나쁨 분열

Klein

- 공격성은 본능적인 표현이다.
대상을 좋음과 나쁨으로 분열
하여 경험하며 성장한 아동
은 타인을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양분하여 이해하게
되므로 자신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것을 주지 않는 대상
은 모두 나쁜 대상으로 간주
하게 되고 그들에게 본능적
인 공격성을 표출한다.

자기감 미확립

-

공감적 경험 결핍
- 강열하고 탐욕스러운 아동의
욕구가 어머니의 일관성없고
잘못된 역할 때문에 좌절되
거나 불안을 느끼면 선천적
공격성과 초기 공격성을 불
러일으킨다.

Kenberg

- 아동은 자기와 타인의 분리 - 대상과의 심각한 좌절경험이 - 자기대상인 부모에게서 과대
를 경험한 이후 대상을 다시 부정적으로 내사되면 부정적 적자기, 온전성, 자기능력에
좋고 나쁜 정서로 분열하게 자기 이미지와 대상이미지를 공감적 반응을 경험하지 못
되는데 나쁘고 불쾌한 경험 형성하게 되는데 이상적 자 한 아동은 초기의 온전성에
은 원시적 분노로서 심리내 아를 확립하지 못하면 경계 손상을 입게 되고 자신감을
적 구조로 내사 되어 방어적 선적인 병리가 발생되어 만 경험하지 못하므로 공격성을
기제를 나타내며 파괴적인 연된 충동과 만성적인 불만 유발한다.
과 같은 공격성을 나타낸다.
공격욕동으로 발달된다.

Winnicott

- 아동기의 자아는 산만하게 - 아동의 참자기는 덮여있는 -아동은 양육자에게서 초기모
흩어진 경험의 파편들로 분 상태가 되고 거짓자기가 형 성몰두, 충분히 좋은 어머니,
열되어 있는데 이 조각을 모 성되면 자발적인 욕구와 몸 견디어 주는 환경, 대상사용의
아서 통합된 자기를 느낄 수 짓을 표현하지 못하고 자신 촉진적 경험을 통하여 전능감
있는 경험이 필요하다. 실패 에게 응답과 반응을 요구하 을 경험하여야 한다. 그러나
하면 정서발달에 영향을 미 는 침범된 환경에 인지적으 양육자의 결함은 아동에게 존
치게 되며 이는 직접적인 공 로 조숙하게 적응하게 된다. 재의 연속성을 방해하고 파편
격성의 표현보다는 자기의 이때 아동은 정신적 멸절을 화를 느끼게 하는데 이런 경험
진정한 욕망과 의미를 분출 일으키게 되고 인지기능은 은 거짓자기를 형성하게하여
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억압 정서적 신체적 토대에서 분 분노를 일으키고 공격성으로
된 분노 혹은 우울이 발생될 리되며 인격은 파편화된다.
표출될 수 있다.
수 있다.

Kohut

-

-개인은 주위환경과 견고한 관 - 아동은 자기대상인 양육자에
계를 확립하여 응집성과 활력 게서 항상성, 양육, 공감반응,
과 조화로움을 유지해야하는 과대주의를 경험해야하는데
데 핵심자기로서의 통일성을 이런 경험을 할 수 없으면 분
잃게 하는 자기의 파편화에 의 노, 도착, 비행을 일으키며 공
하여 공격성이 발생한다. 자기 격적이 된다.
애적 분노는 미움과 잔인한 공
격성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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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이나 자기에 대한
좋은 면과 나쁜 면에 대한
분열과 비통합
(spilitting or not integration of good and bad)

자기감의 미 확립
(non establishment of
the sense of the self)

공감적 반응의 미경험
(non experience of
empathic response)

부정적인 자기 및 타인표상을 형성하고
사회적 관계에서 부정적 기대와 지각을 하게 됨

아동의 공격성
그림 1. 대상관계이론에 근거한 공격성 발생 모형

론 학자인 Klein, Kernberg, Winnicott, Kohut 의
이론을 살펴보고 공격성의 유발요인을 규명해 보았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결

과

대상관계이론가인 Klein, Kernberg, Winnicott,
Kohut의 관점에서 공격성을 유발하는 요인은 세
가지로 수렴할 수 있었다. 첫째, 자기와 타인 혹은
대상과의 관계에서 좋음과 나쁨을 경험하고 한 사
람의 대상에게서 통합하는 경험을 하지 못하면 공
격성을 나타낸다. 자기나 타인의 좋은 면과 나쁜 면
을 통합하여 전체대상으로 인식하는 능력이 결핍되
거나 대상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
게 될 때 그들을 나쁜 부분대상으로 받아들이게 되
어 본능적인 공격성을 나타내거나, 불쾌하게 분열
된 경험이 심리적 구조로 내사 되어 파괴적인 공격
성을 나타내거나, 혹은 통합된 자기를 경험하지 못
한데서 오는 불안, 우울, 분노, 파괴성의 공격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둘째, 건강한 자기감을 확립하
지 못하거나 양육자로부터 분리- 개별화되지 못한

상태는 공격성을 나타낸다. 이는 개인이 이상적 자
기를 확립하지 못하여 경계선적 병리가 발생되어
충동과 만성적 불만 같은 공격성을 표출하게 되거
나, 자기로서 분리 독립 되지 못하고 외부 대상에
의존적이 되거나 참자기를 형성하지 못하거나 온전
한 핵심자기를 이루지 못하여 자기감을 확립하는데
실패하게 되면 내면의 분노로 인한 공격성을 표출
하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 아동이 전능성을 충족시
켜주는 양육자의 공감적 반응이 부족하면 공격성을
나타낸다. 이는 아동의 탐욕스러운 욕구에 일관되
게 반응해주어 아동의 박해불안과 편집증적 두려움
을 감소시킬 수 있는 양육자가 없거나, 아동이 전능
감을 느낄 수 있도록 반응하는 어머니와의 경험이
결핍될 때, 아동이 과대주의적 자기를 경험할 수 있
도록 항상성을 가지고 반응해주는 양육자가 없을
때 두려움, 비행, 도착 같은 공격성을 표출하게 된
다는 것이다.

이론적 의미
첫째, 대상관계이론의 관점에서 살펴본 공격성은
3세 이전의 전 외디푸스 시기에 아동과 양육자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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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나 아동발달에 필요한 성장환경의 부적절한 영
향에서 촉발되어 아동의 심리 내면에 불안, 분노,
증오, 우울, 두려움, 비행, 파괴성이 발생하게 된다
는 것이다. 이러한 내면적 특성들은 Halperin과 그
동료(2002)의 분류에 의한 의도된- 능동적- 도구적행동적 공격성이라기보다 아동기에 부모나 친구로
부터 폭력을 당하거나 공격과 박해의 대상이 되었
던 경험에 의하여 형성되고 표출되는 공격성인 충
동적- 반응적-적대적- 감정적 공격성을 유발하는
원인을 밝혀주는 내용이라 하겠다.
둘째, 대상관계이론에서 요약된 공격성을 유발하
는 세 개의 요인이 아동에게 직접 작용하여 공격성
을 일으킬 수도 있겠고, 세 개의 요인이 아동에게
부정적인 내적표상을 형성하게 하였다가 어떤 동기에
접하면 내면화된 표상의 영향으로(Baldwin, 1995;
Baldwin, Grazberg, Pippus, & Pritchard, 2003;
Blatt & Auerbach, 2001; Blatt, Auerbach, & Levy,
1997; Blatt, Bers, & Schaffer, 1992; Blatt et al.,
1998) 공격적 행동과 감정이 드러날 수도 있을 것이
다. 이러한 두 가지 발생의 차이점에 대한 규명은
차후의 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밝혀진 대상관계이론의 관점에서
본 아동의 공격성 유발요인의 내용들이 한 개인의
발달 초기에 의미 있는 타인으로서 자녀와 대상관
계를 맺게 되는 부모들에게 양질의 양육지침으로서
이론적 근거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의 사회
진출로 인하여 영유아기 자녀의 양육 문제와 시설
에서 담당하는 보육의 질적 서비스가 사회적 관심
으로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서 영아기 아동에게 제
공되어야하는 필수적 양육 내용을 제시하는 데에
본 연구의 결과가 이론적 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 바
란다. 나아가서 영아기에 발생하여 아동기와 청소
년기 이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공격성을 방지
하기 위하여 영아기 아동을 돌보는 양육자의 특성

과 환경의 중요성을 각성하게 하는 이론적 제시 자
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동의
공격성을 방지하고 감소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이나 상담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기초이론으로 활
용되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공격성을 유발하는 경
로에 대하여 표상의 매개효과를 연구해 볼 것을 제
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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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iew Point of the Obj ect Relation Theories on
the Factors Causing Child Aggression
Jung-Hye Rhe
Anyang Educare Teacher 's Education & Training Institute

First, I inquired into the Object Relation theorists such as Klein, Kernberg, Winnicott, and Kohut,
then arranging the factors causing aggressivity, I constructed on the basis of the said theories my
own theoretical model for the reduction process of childhood aggressivity. From the viewpoint of
the Object Relation Theory, I was able to classify the causes of aggressivity into three factors:
First, incapability of integrating except to split the good and bad in relation to self or object.
Second, underdevelopment of separation-individuation as well as nonestablishment of the sense of
the self. Third, lack of experience in empathic response from the care-giver. On the other hand,
according to the Object Relation Theory, the motives or personal characteristics of human
behavior proved to originate from significant relations with others as experienced in the early
childhood. In particular, experience in the pre-oedipal period acquired from personal relations with
care-giver, having gone through internalization or introjection process, proved to build up object
representation, which was to operate as the relational schema to exercise influence on the social
life thereafter. Consequently, such a negatively built-up object representation not merely produces
effect on the images of self and others or on further personal relations, but also on negative
expectation and perception of various motives as well as emotional responses.
Keywords: obj ect relation theory, aggression, splitting, integration, sense of the self , empathic
response, re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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