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분석학 강의계획서
학습과정명
정신분석학

교재명
주교재: 최영민 저, 쉽게 쓴 정신분석 이론, 2011, 학지사
부교재: 프로이트 저, 정신분석 입문, 최석진 역(2015), 한길사

학습목표
정신분석학은 인간을 마음과 행동을 이해하고,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프로이트가 처음으로 고안한 심리분석 치료이
론이다. 이후 프로이트의 동료들과 제자들에 의해 현대 정신분석학으로 다양한 심리치료 이론들(자아 심리학과 대
상 관계이론 및 자기 심리학)로 발전하였다.
이에 본 교과목에서의 학습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정신분석의 태동이 되는 프로이트의 삶과 학문적 발달 배경을 이해하고, 정신분석 이론을 토대로 인
간의 무의식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학습한다.
2. 여러 현대 정신분석학자를 통해 프로이트 정신분석이론에서 확장된 현대정신분석이론들을 학습한다.
3. 학습자 자신의 무의식 세계의 욕동을 이해하여 보다 건강한 자아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학습자에게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면,
1) 프로이트의 탄생과 성장 배경 및 학문적 발달과정에 대해 이해한다.
2) 정신분석 이론을 토대로 인간 마음의 구조와 심리성적 발달 및 성격의 구성에 대해 이해한다.
3) 무의식을 이해하기 위해 꿈 분석과 꿈 작업을 학습하여 학습자 자신에게 적용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무의식과의 연결됨을 이해한다.
4) 프로이트의 자기분석 사례와 다양한 환자 사례를 통해 인간의 무의식적 작동을 이해한다.
5) 다양한 현대 정신분석 이론들을 학습하여 프로이트 이론과 비교하여 학습한다.
6) 학습자의 자기 분석적 성찰을 통해 좀 더 건강한 자아를 도모하도록 한다.
주

차

별

시

주차별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참고사항

강의주제: 오리엔테이션 및 1장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

1

강의목표:
1. 교과목에 대한 안내와 학습 동기를 유발한다.
2.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의 개괄적 내용을 소

한 학기동안 이루어지는
수업 진행방법 및
평가방법 안내

개한다.
강의세부내용:
1. 학습 진행 방식을 자세히 설명한다.
2. 학습자의 정신분석 이론에 대한 이해정도를 점검

1

2

한다.
3.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에 근거를 둔 인간의

Part 1.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

주차별 수업중 항상
토론이 이루어짐을
알려준다

의식과 무의식의 개념을 설명하고,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무의식과 관계 지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무의식 개념의 이해로 이끈다.
4. 프로이트의 생애 초기를 중심으로 그의 성장

3

과정과 학업과정에 대해 학습하여, 이후 정신분석
학이 탄생 배경을 이해하는 것으로 도모한다.
강의방법:
강의, 토론 및 질의응답

(1) 학습자료
강의계획서 배부
PPT 수업 자료 배부

강의주제: 프로이트의 개인사와 가족 배경

1

강의목표: 프로이트의 개인사와 가족 배경을 살펴
보고, 정신분석 이론의 탄생 배경을 이해한다.
강의세부내용:
1. 프로이트의 출생 배경사와 어릴 적 프로이트가

2

2

경험한 어머니, 아버지 기억과 그 속에서의 프로
이트 자신의 어릴 적 자아개념을 이해한다.
2. 어릴 적 부모와의 경험이 이후 프로이트의 자
기분석 근거가 됨을 알게 한다.

3

1. 서론
-프로이트의 개인사와
-가족 배경
-어머니 Amalia
-아버지 Jacob
-프로이트와 유대적
배경

(1) 학습자료
강의계획서 배부
PPT 수업 자료 배부
영화: 프로이트 시청 자료를
활용하여 시대적 배경과 학
문적 배경의 이해를 도모한
다.

3. 유대인으로서의 프로이트의 내적 역동과 그 원
인을 분석해 본다.
강의방법: 강의, 토론, 발표, 질의 응답
강의주제: 자기분석: 정신분석 형성과정의 핵심
강의목표: 프로이트 정신분석 이론의 초석이 된
자기분석을 통한 무의식적 과정과 사례를 통해

1

정신분석 이론 탄생 이전의 배경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그 토대가 된 학문적 배경을 살펴본다.
강의세부내용:
1. 정신분석의 기초를 세워준 자기분석을 통해
<꿈의 해석>이 나오기까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형성에 영향을 준 요인들을 학습한다.

3

2

2. 프로이트의 최초 자기분석의 시작인 Irma의
주사 꿈 사례를 시작으로 꿈의 비밀을 밝혀진 과
정을 설명한다.
3. 프로이트 자신의 신경증 사례들을 만나면서 무
의식과의 관계를 분석한다.

2. 정신분석 형성과정
-자기분석
-Irma의 주사 꿈/
-Fliess와 서신 교환/
-프로이트의 신경증/
-로마신경증/
-오이디프스
–콤플렉스/
-자기분석의 후기

4. 프로이트의 임상경험을 통한 오이디푸스 콤플
렉스 개념을 이해한다.

3

1차 과제 :
1. 어릴 적 반복적 꿈과 현
재의 꿈 일기 작성하기(4개
정도 작성하기)
2. 어릴 적 기억되는 부모
이미지 탐색
(A4용지 2장: 5주차 수업
후 제출)
(1) 학습자료
PPT 수업 자료 배부
시청각 자료:
안나 O 사례 시청

5. 프로이트에게 영향을 준 학문적 배경(정신결정
론, 최면치료, 압박법)을 학습한다.
6. 안나 오 사례를 통한 히스테릭 증상을 이해한다.
강의방법: 강의, 토론, 개인·팀별 발표, 질의 응답
강의주제: 욕동 심리학 개념이해
강의목표: 욕동 심리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일

1

상생활 속 학습자 자신의 행동과 심리에 대한 이
해를 도모한다.
강의세부내용:
1. 무의식적 억압 반응과 유아 성욕설에 대한 개
념을 이해한다.

3. 욕동심리학 75

2. 지형학설에 근거를 둔 인간의 마음 구조 개념
을 학습하고, 환자 사례를 통해 무의식 개념의 이

4

2

해정도를 증진시킨다. 이후 학습자 자신의 경험에
적용해본다.
3. 리비도 이론에 대해 이해한 후 성적발달이론
단계를 사례를 통해 학습하고 이해한다.
4. 정신분석 과정의 핵심인 전이, 저항 개념을 학
습하고 학습자 자신의 경험에 적용하여 전이, 저

3

항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5. 도라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히스테릭 증
상과 무의식적 작용 개념의 이해력을 증진 시킨다.
강의방법: 강의, 팀 토론, 발표, 분석 연습, 질의 응답

-무의식과 지형학적
이론 79
-리비도 이론 94
-전이와 저항 106
- 프로이트 분석 사례
:도라 사례 109

(1) 학습자료
PPT 수업 자료 배부
시청각 자료:
도라 사례 시청

강의주제: 꿈 분석 이해와 꿈 작업
강의목표: 정신분석적 꿈 해석을 이해하고 꿈 작업

1

과정을 통해 무의식 세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한다.
강의세부내용:
1. 꿈의 종류를 학습하고, 이후 환자의 꿈 사례를
분석하면서 정신분석 과정에서의 꿈 분석의 중요
성을 확인한다.

5

2

2. 꿈 작업 과정을 설명하고 그 과정을 이해한다.
3. 꿈 작업에서의 내면의 검열자와 꿈의 상징성을
이해한다.
3. 학습된 꿈 분석 작업 과정을 토대로 미술치료
기법을 적용하여 학습자 자신의 꿈 경위를 다루면

3

서 꿈에 대한 이해력을 도모한다.

주교재
-꿈의 해석 89
부교재
-제2부 꿈
꿈 해석의 전제와 기법
84
외현적 꿈 내용과
잠재적 꿈 사고 94
어린이의 꿈 105
꿈 검열 113
꿈의 상징성 123
꿈 작업 133
꿈 사례 분석 138

(1) 학습자료
PPT 수업 자료 배부
꿈 작업 워크지 사용
미술매체제시:
검은 도화지, 찰흙, 색종이,
크레파스

강의방법: 강의, 토론, 발표, 미술치료 작업, 질의
응답
강의주제: 프로이트의 자아 심리학 개념 이해
강의목표: 프로이트의 자아개념을 정리하고 그 한

1

계점을 학습한다.
강의세부내용:
1. 프로이트의 심리 성적 3가지 구조이론인 원본
능, 자아, 초자아 개념에 대해 학습하고 각 사
례를 적용하여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2. 학습자 개인의 경험을 토대로 자신의 욕동 작

6

2

용원리에 대해 이해한다.
3. 원본능의 원리를 이해하고 불안에 대한 감정에
대해 분석하며, 현실적 자아와 재정립 기회를

4. 프로이트의
자아심리학
-구조이론 131
-마음 기능의 원리와
사례 148
-정신분석 운동 155

(1) 학습자료
PPT 수업 자료 배부
미술 매체제시: 8절
도화지., 크레파스, 색종이

제공한다.
4. 불안의 감정의 이해를 돕고자 미술치료 작업을
실시한다.

3

5. 프로이트 이후 정신분석 운동에 대해 설명한다.
강의방법: 강의, 토론, 발표, 미술치료 작업, 질의
응답
강의주제: 현대 자아심리학 개념이해

1

강의목표: 프로이트의 정신분적 이론에 토대를 두
면서 자아 개념을 확장시킨 프로이트 동료나 제
자들이 창립된 자아 심리학의 탄생 배경과 다양
한 현대 자아심리학자들과 이론을 살펴본다.
강의세부내용:

7

2

1. 현대 자아심리학이 대두된 환경적 요인과 자아
심리학의 발전 배경을 학습한다.

3

2. Anna Freud의 이론을 학습하고 그의 자아와 방
어기제를 토대로 다양한 방어기제를 살펴보고, 각
사례를 통해 분석해 본다.
강의방법: 강의, 팀 토론, 개인 또는 팀 발표, 질
의 응답

8

1
2
3

중간고사

Part 2. 현대
자아심리학
5. 서론: 환경과 적응
개념의 대두 161
6. 현대 자아심리학:
학자별 이론 169
- Anna Freud 169

(1) 학습자료
PPT 수업 자료 배부
-1차 쪽지시험:

강의주제: 다양한 현대 자아심리학자들의 이론 이해

1

강의목표:현대자아심리학자

Hartmann,

Spitz,

Mahler, Jacobson의 이론에 대해 학습한다.
강의세부내용:
1. Hartmann의 이론에 대해 학습한다. 특히 자
기 변형적 적응과 타자 변형적 적응에 대해 학습
자 경험을 적용하여 이해력을 증진한다.
2. Spitz의 이론에 대해 학습한다. 특히 의존적

9

2

우울증에 대한 학습자 경험과 증상에 대한 분석
을 실시한다.
3. Mahler의 이론에 대해 학습한다. 이후 학습자
부모와의 경험을 탐색해 본다. 어떤 문제점이 행
동화에 영향을 미쳤나를 성찰해 본다.
4. Jacobson의 이론에 대해 학습한다. 특히 초자

3

아의 3요소에 대해 살펴보고 학습자 자신의 경험
과 비교해 본다.
강의방법: 강의 ,토론, 발표, 질의 응답

1

10

2

3

강의주제: 대상관계 개론
강의목표:
1. 프로이트 이론과 비교하면서 대상관계의 개념
을 이해한다.
2. 다양한 방어기제를 학습한다.
강의세부내용
1. 정식분석 이론에 근거한 대상관계 이론의 태동
을 살펴본다.
2. 대상관계 이론 학파에 대해 살펴본다.
3. 대상관계와 내적 대상관계 개념의 차이를 학습
한다.
4. Abraham의대상관계이론에 대한 공헌의 의미를
알아본다.
5. 분열 /이상화와 평가 절하의 개념을 이해한다.
강의방법: 강의, 토론, 발표, 질의응답

- Hartmann 189
자기 변형적 적응과
타자 변형적 적응 190
일차 자율 기능 193
광의의 적응과 협의의
적응 196
중성화 198
- Spitz200
시설 증후군과 의존적
우울증 201
심리적 융합 203
정신의 조직자 204

(1) 학습자료
PPT 수업 자료 배부

-Mahler 206
정상 자폐적 단계 209
정상 공생단계 211
분리-개별화 과정 213
-Jacobson 234
자아심리학과
대상관계이론의 혼합 234
미분화된 욕동 에너지 236
초자아의 3요소 243
Part 3. 대상관계이론
7. 서론:
대상 지향 정신분석- 247
대상관계 이론 학파 247
외적 대상관계와 내적
대상관계 250
프로이트에서 찾을 수
있는 대상관계 개념의
흔적 261
Abraham의대상관계
이론에 대한 공헌 266
이론에 근거한
방어기제 268
분열 270/ 이상화와
평가 절하 272

2차 과제
-다양한 방어기제에 대한
내용 정리와 3가지 이상 자
신의 방어기제 경험을 탐색
하여 어떤 무의식적 욕동의
기제가 작동했는지에 대한
분석(13주까지 제출, A4용
지 3장)
(1) 학습자료
PPT 수업 자료 배부

강의주제: Klein의 대상관계이론

1

강의목표:
1. Klein의 생애를 통한 Klein의 대상관계이론이
탄생한 배경을 이해한다.
2. Klein의 대상관계이론을 학습한다.
강의세부내용:
1. Klein의 생애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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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Klein의 대상관계 주요 이론을 각 사례를 적용
하여 학습한다. 투사와 내사/ 죽음의 본능과 환상
개념의 확장/ 내적 대상 개념과 확장과 발달/ 편
집- 분열 자리/ 우울자리를 학습한다.
3. 구체적 Klein의 치료 사례: 조증 방어를 통한
정신 병리적 치료 사례를 분석한다.

3

4. 투사적 동일시, 시기심, 감사 기제를 학습하고
학습자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자신들의 행동과 심
리를 파악하여 좀 더 자아를 이해하는 방식을 습
득한다.
강의방법: 강의, 토론, 발표, 질의응답

Klein의 대상관계이론277
Klein의 생애 277
Klein의 주요 이론
282
투사와 내사 284
죽음의 본능과 환상
개념의 확장 286
내적 대상 개념의
확장과 발달 294
편집- 분열 자리 298
우울 자리 311
Klein의 치료 사례:
조증 방어 320
투사적 동일시 331
시기심 390
감사 396

(1) 학습자료
PPT 수업 자료 배부

강의주제: Fairbairn의 대상관계 이론

1

강의목표:
1. Fairbairn의 생애를 통한 Fairbairn의 대상관
계이론이 탄생한 배경을 이해한다.
2. Fairbairn의 대상관계이론을 학습한다.
강의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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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Fairbairn의 생애를 살펴본다.
2. Fairbairn의 대상관계 주요 이론을 각 사례를
적용하여 학습한다(자기의 기본적 본질/내적 심리
구조/억압된 나쁜 대상의 귀환/반복 강박/도덕적

3

방어/발달 이론).
3. 정신병리의 발달단계를 학습한다.

9. Fairbairn의
대상관계 이론 401
Fairbairn의 생애 401
Fairbairn의 주요
이론 409
자기의 기본적 본질
409
내적 심리구조 413
억압된 나쁜 대상의
귀환 433
반복 강박 435
도덕적 방어 438
발달 이론 445
정신병리 452

(1) 학습자료
PPT 수업 자료 배부

강의방법: 강의, 토론, 질의 응답
강의주제: Winnicott의 대상관계 이론
강의목표:

1

1. Winnicott의 생애를 통한 Winnicott의 대상관
계 이론이 탄생한 배경을 이해한다.
2. Winnicott의 대상관계 주요 이론를 학습한다.
강의세부내용:
1. Winnicott의 생애를 살펴보고 프로이트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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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을 발견하고 이해한다.

2

2. Winnicott의 대상관계 주요 이론을 각 사례를
적용하여 학습한다(초기 어머니-유아 관계 /유아
의 성장/참자기와 거짓 자기/ 공격성 /대상관계
와 대상 사용 /참 좋은 어머니).
3. 자신의 유아 시절 경험을 토대로 지금의 성격

3

형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자기 이해 증진의

10. Winnicott의
대상관계 이론 469
Winnicott의 생애 469
Winnicott의 주요
이론 474
초기 어머니-유아
관계 474/ 유아의
성장 478/ 참자기와
거짓 자기 485/
공격성 513/
대상관계와 대상 사용
522/
참 좋은 어머니 529

(1) 학습자료
PPT 수업 자료 배부
팀편성
- 2차 쪽지 시험 실시:

기회를 제공한다.
강의방법: 강의, 팀토론, 발표, 질의응답
강의주제: 사례분석을 통한 심리 역동의 이해

1

강의목표:
1. 구체적 4가지 사례를 통해 현재 발현되고 있
는 증상을 분석하고 이후 치료적 과정을 구성해
본다.

Part 4. 사례 분석:
심리 역동의 이해

강의세부내용:
1. 강박증 증상의 원인과 치료 방법을 구성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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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
2. Fairbairn의 내적 심리구조와 Klein의 투사적
동일시에 대해 이해를 한다.
3. 내적 대상 표상과 자기 표상적 구조 속에서 실
제 대인관계 패턴을 이해해 본다.

3

4. 거짓 자기와 참자기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일
상생활 측면에서의 행동 패턴을 이해해 본다.
강의방법: 강의, 팀토론, 발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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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기말고사

강박증 O 씨 535
세일즈 맨 김씨 542
연구원 R 씨 549
컴퓨터 프로그래머 J
양 561

(1) 학습자료
PPT 수업 자료 배부
팀편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