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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석상담학

정신분석상담학 발자취
‘정신분석상담학’에서 개설한 수업과 수업에서 다룬 대표 저서를 통해 발자취를 살펴봅니다.
2016 년 봄학기에 상담심리 전공과 정신분석 전공의 석-박사과정을 개설하였고, 2020 년
봄학기에 정신분석상담학 석-박사과정을 개설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2021 가을
n 가을학기 세미나(정신분석상담학 전공)/ 정신분석개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강의 (1917)』
(열린책들), 『새로운 정신분석 강의(1933)』(열린책들)
n 가을학기 세미나(정신분석상담학 전공)/ 라캉 정신분석 2: 라캉의 『세미나 1 권, 프로이트의
기술론(1953-54)』(새물결), 『세미나 11 권, 정신분석의 네 가지 근본개념(1963-64)』(새물결)
n 가을학기 세미나(정신분석상담학 전공)/ 단기상담의 실제
n 가을학기 세미나(정신분석상담학 전공)/ 프로이트 정신분석 1: 프로이트의 S.E. 강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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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봄
² 기말 과제 발표회/ 2021.6.22. 뫔컬러카페(전주시)
² 제 1 회 예명대학원대학교 정신분석상담학 콜로퀴움
P 일시: 2021 년 6 월 8 일 화요일, 13 시~14 시
P 주제: 프로이트의 ‘한 젊은 러시아인 환자’(세르게이 콘스탄티노비치 판케예프, ‘늑대 인간’,
1887~1979)에 대한 정신분석적 기억 The psychoanalytic memories of Freud's "a young Russian
patient" (Sergueï Constantinovitch Pankejeff, "The Wolf-Man", 1887–1979)
P 사회: 이선경(제 1 기 대표)
P 발표 1: 김나원
(예명대학원대학교 정신분석상담학 박사과정 3 학기)
지속적 애도 과정에 대한 연구: 판케예프(늑대 인간)의
일생을 중심으로
P 발표 2: 김현주
(예명대학원대학교 정신분석상담학 석사과정 2 학기)
라캉의 ‘부정’ 강독 관점에서 본 프로이트의 근본 규칙에
관하여: 늑대 인간의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P 발표 3: 민숙동
(예명대학원대학교 정신분석상담학 박사과정 3 학기)
늑대 인간의 진술을 통한 진단: 불안과 억압으로 인해
드러나는 신경증 환자의 성의 욕망과 증상

² 외부특강: 프로이트씨와 만나는 금요일 저녁 1~5(아이파인더상담코칭센터 주관)/ 2021.
4.2.금요일~2021.4.30.금요일 19:30-21:00
² 외부특강: 라깡과 기독교의 대화, 새물결플러스의(백우인 튜터와 함께) ‘한달한권’ 1~4/
2021.3.5.금요일~2021.3.26.금요일 15:00-19:00
n 봄학기 세미나(정신분석상담학 전공)/ 프로이트와 군중: 프로이트의 『집단심리학과 자아
분석(1921)』(열린책들) 강독
n 봄학기 세미나(정신분석상담학 전공)/ 라캉 정신분석 1: 라캉의 『세미나 1 권(1953-54)』 강독
n 봄학기 세미나(정신분석상담학 전공)/ 연구방법론 1
n 봄학기 세미나(정신분석상담학 전공)/ 정신분석과 한국학: 권택영의 『권택영 평론선집』
(지만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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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가을
² 기말 과제 발표회/ 2021.1.5. ZOOM 화상희의
² 야외 수업/ 2020.10.20. 카페랄라(의정부시)
n 가을학기 세미나(정신분석상담학 전공)/ 프로이트 기술 연구: 프로이트의 『늑대인간
(1918)』(열린책들) 강독, Muriel Gardiner 의 『The Wolf-Man and Sigmund Freud(1972)』 번역,
발표
n 가을학기 세미나(정신분석상담학 전공)/ 라캉 기술 연구: 라캉의 『에크리의 verneinung
(1966)』(열린책들) 강독, 프로이트의 『Verneinung(1925)』(열린책들) 강독
n 가을학기 세미나(정신분석상담학 전공)/ 응용정신분석학 기술 연구: 권택영의 『생각의
속임수』(지만지) 및 이 저서에서 다룬 프로이트 등의 원저 강독 및 토론

2020 봄
n 봄학기 세미나(정신분석/상담심리 전공)/ 정신분석과
뇌과학:

프로이트의

『과학적

심리학 초고(1895)』

(열린책들, 2004) 강독, 에릭 캔델의 『신경과학의
원리들 1-2(5 판)』(범문 에듀케이션, 2014) 강독
n 봄학기 세미나(정신분석/상담심리 전공)/ 정신분석
진단과 이상심리학: 라캉의 『에크리 4 부(1966)』 등
(새물결, 2019) 강독
n 봄학기 세미나(정신분석/상담심리 전공)/ 정신분석
임상실습: 학지사의 『정신분석적 심리치료』(Nancy
McWilliams, 이기련 옮김, 2018.8.) 및 부교재(Nancy
McWilliams, 권석만 외 옮김, 2005.7.) 학생의 발표 수업

프로이트와 정신분석학을 중심으로 현대 정신분석 이론과 치료요법을

한국현대
정신분석학회
KSCP

연구함으로써 철학, 정신의학, 심리학, 문학, 문화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한의학, 언론학, 예술, 영화, 법학, 종교학, 교육학, 정치학 등 학문의 지평을
넓히고, 현대 사상의 흐름에 연계하여 인간과 문화 분석을 위한 새로운 이론과
방법론을 창출하며, 나아가 정신 병리를 예방하고 이해하며 치료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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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가을
² 외부특강: 정신구조 모델에 관하여' 발표, 2020.1.30.목. 현대정신분석연구소(광화문플래티넘
918 호), 한국현대정신분석학회 교육분과 주최(분석가양성스쿨)
n 계절학기[겨울] 세미나(신학 전공 영어강의)/ 정신분석학의 이해: 강응섭의 『프로이트』
(한길사) 강독 등
n 가을학기 세미나(정신분석 전공)/ 정신분석 개념연구: 루데네스코/플롱의 『정신분석대사전』
(백의, 2003, 절판), 장 라플랑슈/장 베르트랑 퐁탈리스의 『정신분석사전(1967)』(열린책들)
강독
n 가을학기 세미나(정신분석 전공)/ 『에크리(1966)』 강독: 라캉의 『에크리 5 부 정신병』(새물결,
2019) 강독, 프로이트의 『편집증 환자 슈레버-자서전적 기록에 의한 정신분석(1909)』
(열린책들), 다니엘 파울 슈레버의 『한 신경병자의 회상록(1903)』(자음과 모음)

2019 봄
² 외부특강: 새물결플러스의 (백우인 튜터와 함께) ‘한달한권’, 2019 년 7 월 29 일(라깡과
기독교의 대화)
² 외부특강: 새물결플러스의 (백우인 튜터와 함께) ‘한달한권’, 2019 년 8 월 12 일, 26 일(자크
라캉과 성서 해석).
² 외부특강: 2019 한국여성연구원 여성주의 고전읽기/ 프로이트 1, 2019.5.9.목요일. 17:0020:00, 프로이트 2, 2019.5.23.목요일. 17:00-20:00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² 외부특강: 자크 라캉의 『세미나』들과 『에크리』: 그에게로 돌아가는 여정에서 남긴 것들/
[고려대학교 박물관 백주년기념관 국제원격회의실, '박물관 곁에 서양현대철학'] (2019.5.8.수.)
n 봄학기 세미나(정신분석 전공)/ 프로이트기술연구: 프로이트와 플리스의 서신(『정신분석의
탄생(1895)』(열린책들, 2005)), 프로이트와 융 등의 서신 강독
n 봄학기 세미나(정신분석 전공)/ 대상관계심리치료: 루데네스코/플롱의 『정신분석대사전』
(백의, 2003, 절판) 강독
n 봄학기 세미나(정신분석 전공)/ 라캉주의사례세미나: 라캉의 『세미나 1 권, 프로이트 기술론
(1953-54)』(새물결) 강독
n 봄학기 세미나(정신분석 전공)/ 프로이트꿈연구: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1899.11/1900)』
(열린책들, 2003) 강독
n 봄학기 세미나(심리상담 전공)/ 대상관계심리치료: 대상관계에 대한 책 강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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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가을
² 외부특강: 꿈의 해석과 신앙생활-당신의 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새물결플러스, 2018.10.18
-11.22. 19:30-21:30, 6 회)
n 가을학기 세미나(정신분석 전공)/ 정신분석가서신연구: 프로이트와 플리스, 프로이트와 융
등의 서신 강독
n 가을학기 세미나(정신분석 전공)/ 정신분석대사전연구: 루데네스코/플롱의 『정신분석대사전』
강독
n 가을학기 세미나(정신분석 전공)/ 라캉연구: 라캉의 『세미나 1 권(1953-54)』강독
n 가을학기 세미나(정신분석 전공)/ 꿈연구: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1899.11/1900)』강독
n 가을학기 세미나(사회복지 복지심리 전공)/ 아동심리상담: 아동심리상담에 관한 책들(김춘경,
황성원 저서들)
n 가을학기 세미나(상담심리 전공)/ 정신분석학: 강응섭의 『프로이트』(한길사) 강독

2018 봄
² 외부특강: 시인과 철학자의 북토크 1(2018.7.14. 15-16 시, 반디앤루니스 신세계강남점, 고명수
시인과 함께)
² 외부특강: 그리스도인을 위한 프로이트와 라깡의 정신분석학(새물결플러스, 2018.6.12.-7.31.
19:30-21:30, 8 회)
n 봄학기 세미나(정신분석 전공)/ 프로이트주의 사례 세미나: 프로이트의『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1905)』(열린책들, 김정일 역, 프로이트전집 7, 2004), 프로이트의『성에 관한 세 편의
해석(1905)』(을류문화사, 오현숙 역, 2007)
n 봄학기 세미나(정신분석 전공)/ 라캉주의 사례 세미나: 돌토의『아이가 태어나면』(샘터, 1992)
n 봄학기 세미나(정신분석 전공)/ 응용정신분석학 사례 세미나: 정신분석과 연극에 관한 세미나
n 봄학기 세미나(정신분석 전공)/ 정신분석학의 이해/ 프로이트 연구: 프로이트의『정신분석
강의(1916-17)』(열린책들, 프로이트전집 1, 홍혜경 임홍빈 옮김, 2004), 프로이트의『새로운
정신분석 강의(1933)』(열린책들, 프로이트전집 2, 홍혜경 임홍빈 옮김, 2004)
n 봄학기 세미나(사회복지, 복지상담심리 전공)/ 노인심리상담: 박재간 외 『노인상담론』(고양:
공동체, 2011) 정신분석 관점으로 읽기
n 봄학기 세미나(상담심리 전공)/ 성인및노인상담: 박재간 외 『노인상담론』(고양: 공동체, 2011)
정신분석 관점으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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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가을
n 가을학기 세미나(정신분석 전공)/ 프로이트주의사례연구: 프로이트,『히스테리 연구(1895)』
(열린책들, 프로이트전집 3)『꼬마 한스와 도라』(전집 8)『늑대인간』(전집 9) 융,『상징과
리비도』(솔, 융 기본 저작집 7)
n 가을학기 세미나(정신분석 전공)/ 라캉주의이론연구: 라캉,『세미나 1: 프로이트의 기술론』
(새물결) 『세미나 11: 정신분석의 네 가지 기본 개념』(새물결), 강응섭,『라캉의 세미나
읽기』(세창) 『첫사랑은 다시 돌아온다』(세창), 루디네스코/플롱,『정신분석대사전』(백의),
김석,『에크리』(살림), 백상현,『라캉의 인간학』(위고)
n 가을학기 세미나(상담심리 전공)/ 진로상담: 칙센트미하이, 이희재 옮김,『어른이 된다는
것은』(해냄),

칙센트미하이,

감소하는가』(에코리브르),

조미현

옮김,『십대의

프랑소와즈

돌토,

재능은

표원경

어떻게

옮김,『어린이는

발달하고

어떻게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숲)

2017 봄
n 봄학기

세미나(사회복지,

복지상담심리 전공)/

노인심리 상담: 박재간 외 『노인상담론』(고양:
공동체,

2011),

이장호,

『노인상담-

경험적

접근』(서울: 시그마프레스, 2008(2006)), 이호선,
『노인상담』(서울: 학지사, 2009 (2005)), 권중돈,
『치매환자와 가족복지- 환원과 통습』(서울: 학지사,
2012), 김영진, 『심리학 역사 속에서의 상담이론』
(서울: 교육과학사, 2003), Clara E. Hill(주은선
옮김), 『상담의 기술: 탐색 통찰 실행 과정』(서울:
학지사, 2012)
n 봄학기 세미나(정신분석 전공)/ 라캉세미나강독 2;
자크 라캉의 『세미나 1 권: 프로이트의 기술론
(1953-54)』 (서울: 새물결, 2016)
n 봄학기 세미나(정신분석 전공)/ 프로이트의 기술론
세미나: 프로이트의 『끝낼 수 있는 분석과 끝낼 수
없는 분석(1911-1937)』(서울: 도서출판 b, 2004)
n 봄학기 세미나(정신분석 전공)/ 정신분석의 이해:
강응섭, 『프로이트, 무의식을 통해 마음을 분석
하다』(서울: 한길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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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가을
² 외부특강: 인공지능 시대의 라캉(2017.2.21. 19:30-21:30, 경의선 책거리 공간산책 2 층)
² 외부특강: 한국에 온 라캉의 발자취(2017.2.7. 19:30-21:30, 경의선 책거리 공간산책 2 층)
n 가을학기 세미나(정신분석 전공)/ 라캉세미나강독: 자크 라캉의 『세미나 1 권: 프로이트의
기술론(1953-54)』(서울: 새물결, 2016)
n 가을학기 세미나(복지상담심리 전공)/ 아동심리상담: 윤치연, 『아동심리평가 - 유아교사,
특수교사,

재활치료

전문가를

위한

평가지침서』(서울:

학지사,

2016),

신현균

외

『아동심리치료의 실제 - 심리장애별 치료』(서울: 학지사, 2015(2014)), 황성원 외 『아동심리와
상담』(서울: 창지사, 2015(2010)), 김춘경, 『아동상담 - 이론과 실제』(서울: 학지사, 2011(2004))
n 가을학기 세미나(상담심리 전공)/ 이상심리학: 클로딘 가이스만, 『아동정신분석학의 역사 1,
2』(서울: 한국문화사, 2013), 권석만, 『현대 이상심리학 2 판』(서울: 학지사, 2015.(2003))

2016 봄
² 여름특강/ 프랑스 정신분석가 자크 라캉 특강, 상담의 집 지혜와 사랑 주관, 방배동 카페
헤세드에서 개최된 특강(6.28-7.26, 5 회) 1 강: 빅 데이터 시대에 임하는 라캉 - 언어활동처럼
구조화된 무의식과 빅 데이터, 2 강: 주체는 어떤 과정을 통해 발달하는가? 욕동의 이원성과
4 차 산업혁명 시대의 거울단계이론 3 강: 감정의 학문으로서 정신분석의 전이 - <분석
수행자>가 <안다고 가정된 주체>에게 보내(야하)는 것들 4 강: 첫사랑은 어떻게 다시
돌아오는가? '구멍'을 둘러싼 '반복'에 관한 담론 5 강: '키덜트'에 담긴 라캉식 논의 - 구멍을
메우는 요구의 대상 '팔루스'와 욕망의 대상 '오브제 아'에 관해
n 봄학기 세미나(정신분석 전공)/ 꿈해석과 상담: 프로이트, 『꿈의 해석(1899.11/1900)』(서울:
열린책들, 2004.)
n 봄학기 세미나(상담심리 전공)/ 정신분석학 세미나: 강응섭, 『프로이트』(서울: 한길사, 2010),
프로이트의 『끝낼 수 있는 분석과 끝낼 수 없는 분석 - 정신분석 치료기법에 대한 논문들
(1911-1937)』(서울: b, 2004) 강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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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석 이전 Th.M. 및 Th.D.에서 개설한 과목들
n 2015 년 가을학기 세미나(인간학 전공)/ 성서와 꿈: 프로이트, 『꿈의 해석』(서울: 열린책들,
2004)
n 2015 년 봄학기 세미나(인간학 전공)/ 아동 정신분석과 교회아동 상담: 클로딘 가이스만,
『아동정신분석학의 역사 2』(서울: 한국문화사, 2013), *카트린 마틀랭, 『라깡과 아동정신분석얼음 속에 갇힌 어릿광대』(서울: 아난케, 2010), *캐런 코우츠 지음, 이미선 옮김, 『아동문학
작품읽기: 라캉의 정신분석학과 페미니즘 이론을 통한 (아동문학 작품 읽기)』(서울: 작은씨앗,
2008)
n 2014 년 가을학기 세미나(인간학 전공)/ 교회 주일 학교 사역과 아동 정신분석: 클로딘
가이스만, 『아동정신분석학의 역사 1, 2』(서울: 한국문화사, 2013)
n 2014 년 봄학기 세미나(인간학 전공)/ 라깡과 성서읽기: 조엘 도르, 『라깡 세미나-에크리
독해Ⅰ』 (서울: 아난케)
n 2013 년 봄학기 세미나(인간학 전공)/ 돌토의 아동정신분석 세미나 강독: 돌토, 『자기를 찾는
아이들 1: 소통하는 아이들(원제:아동정신분석 세미나)』(서울: 새물결), 돌토의 『인간의 욕망과
기독교 복음, 정신분석학으로 성서읽기』(한국심리치료연구소)
n 2013 년 봄학기 세미나(인간학 전공)/ 헤겔의 정신현상학 강독: 헤겔의 <정신현상학 1,
정신현상학 2>(한길사) 강독
n 2013 년 봄학기 세미나(인간학 전공)/ 인간론: 플라톤의 『국가』에서 라캉의 『정체화』까지
주요 저서 강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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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2012 년 가을학기 세미나(인간학 전공)/ 클라인의 아동정신분석 강독: 클라인의 『아동정신
분석』(서울: 새물결) 강독
n 2012 년 봄학기 세미나(인간학 전공)/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강독: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문예출판사) 강독
n 2012 년 봄학기 세미나(인간학 전공)/ 라깡 세미나 강독: 라깡의 『세미나 11 권, 정신분석의
네 가지 근본개념(1963-64)』(서울: 새물결) 강독
n 2012 년 가을학기 세미나(인간학 전공)/ 아퀴나스 신학요강 강독: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요강> 강독
n 2011 년 가을학기 세미나(인간학 전공)/ 정신분석강독 3(라깡연구): 브루스 핑크의 『라깡
정신분석 테크닉』(서울: 하나의학사) 강독, 조엘 도르의『라깡과 정신분석임상: 구조와
도착증』(서울: 아난케) 강독
n 2011 년 가을학기 세미나(인간학 전공)/ 중세신학연구: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1 권>(분도출판사), 학회지 『중세철학』 지(2, 6, 9, 11, 13) 등 강독
n 2011 년 봄학기 세미나(인간학 전공)/ 정신분석강독 1(프로이트), 정신분석강독 2(상담이론):
「강박 신경증에 잘 걸리는 기질」 「정신분석 이론에 반하는 편집증의 사례」 「질투, 편집증
그리고 동성애의 몇 가지 신경증적 메커니즘」 「신경증과 정신증」 「신경증과 정신증에서
현실감의 상실」 「정신분석에서 꿈해석 다루기」 「전이의 역동에 대하여」 「정신분석 치료를
행하는 의사에게 하고 싶은 조언」 「치료의 개시에 대하여」 「기억하기, 되풀이하기 그리고
훈습하기」 「전이 사랑에 대한 소견」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적 방법」 「정신치료(마음치료)」
「정신요법에 대하여」 「정신분석 요법의 앞으로의 가망성」 「‘야생’ 정신분석에 대하여」
「정신분석 작업 중의 기억 착오(이미 말한 것 같음)에 대하여」 「정신분석 요법이 나아갈 길」
「꿈해석의 이론과 실천에 대한 소견」 「끝낼 수 있는 분석과 끝낼 수 없는 분석」 「분석에서의 구성」
n 2010 년 가을학기(인간학 전공)/ 인간론 세미나: 플라톤의 국가론,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혼론
등 인간학에 관한 저서 강독
n 2007 년 봄학기 세미나/ 라깡과 예수 연구: 프랑수와즈 돌토, 『인간의 욕망과 기독교 복음』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정신분석상담학은 석사과정에는 정신분석상담학(M.A. in Psychoanalysis
Counselling), 박사과정에는 정신분석학(Ph.D. in Psychoanalysis), 상담학
(Ph.D. in Counselling)의 학위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그문트

예명대학원대학교
정신분석상담학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1939)의 정신분석학에서 시작하여 자크
라캉(Jacques Lacan, 1901-1981)에 이르는 정신분석학의 역사, 문헌, 사례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21 세기 한국 사회에 필요한 정신분석학의 이론
및 실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전문적인
정신분석학 연구자의 길을 걸을 뿐 아니라, 한국현대정신분석학회와 연계하여
분석가, 분석상담사 및 정신분석 교육가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우리 정신분석상담학 전공에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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