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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과 꿈의 심리학② 

꿈이 난해한 이유

꿈에 대한 정신 현상을 이해하고 꿈이 난해한 이유는 

의식이 무의식을 왜곡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프로이트의 

이론을 파악한다. 꿈의 비현실적 특성을 통해 인간 심리의 

본연을 파헤쳐 보는 시간.



김태형

꿈이라는 정신 현상에 대한 이해

꿈이 난해한 이유

프로이트의 이론 이해

꿈의 비현실적 특성 이해

심리학자

임상심리학 전공. 저서 『감정의 안쪽』 

『거장에게 묻는 심리학』 『세계사 심리코드』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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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은 상징적 형태로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무의식적 

상황의 자율적인 자기 표현이다.” 

카를 융(Carl Gustav Jung) 



“꿈의 해석은 실제로 무의식에 이르는 왕도이다.”

 

지크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 



꿈이란?  ‘무의식의 정신 활동’ 

→프로이트, 융을 비롯한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의 견해 

프로이트는 무의식을 성본능(동물적 본능)으로 분석 

프로이트는 무의식의 정신 현상인 꿈도 성 또는 

죽음과 관련된 내용일 것으로 생각하였다. 

프로이트 꿈 이론의 핵심

의식이 무의식(성본능)을 검열한 결과 꿈의 내용이 

왜곡되고 위장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꿈이 위장되고 왜곡되고 비틀려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것! 

 

초자아(superego) 

프로이트 이론에서 주장하는 인간의 성격 구조의 한 

요소. 사회 가치, 이상과 관계되는 영역으로 인간의 

폭력성, 충동은 초자아에서 발생하는 죄책감의 영향을 

받는다. 



 

프로이트는 의식을 야경꾼에 비유하여 ‘검열관이 어느 

정도는 활동하고 있다’며 잠을 잘 때에도 의식은 

최소한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꿈을 꿀 때 의식 뿐만 아니라 무의식도 정신 작용을 

하고 있다. 

꿈을 꾸는 주체는 작업 의식이다. 꿈을 꿀 때 작업 의

식은 외부 세계와 차단된 상태에서 내면세계로 들어가

며, 따라서 꿈은 의식과 무의식이 모두 반영된 것이다. 

 

홉슨과 맥칼리의 활성화-종합 가설(Hobson & Mc-

Carley’s Activation-synthesis hypothesis) 

꿈을 ‘능동적 수면 단계에서의 뇌의 각성 상태를 반영

하는 의식 현상의 하나’로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으나, 

꿈의 의미를 지나치게 단순화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우리가 꿈을 꾼다는 것을 안다는 사실만으로도 꿈이 

오직 무의식만의 활동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꿈의 난해성 

프로이트는 꿈이 난해한 이유를 의식이 무의식을 

검열하여 생기는 꿈의 왜곡, 위장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꿈이 난해한 핵심적인 이유는 꿈의 ‘비현실성’  

때문이다. 깨어 있을 때에도 비현실적인 상상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잠을 잘 때는 현실적인 사고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사고를 하기가 쉽다. 

꿈은 비현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정신 현상이다. 

 

비현실적인 상상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 

① 신체 활동 통로의 차단 

① 신체 활동 통로의 차단 

② 비언어적 사고 

 



깨어 있을 때는 언어적 사고, 꿈을 꿀 때는 시각적 

사고  

언어적·논리적 사고를 포기하면 무의식의 세계에 

있는 비언어적 사고로 구성된 기억에 대한 탐색의 

가능성이 커진다. 

꿈을 꿀 때는 무의식적 내용을 포괄하여 비언어적 

사고를 하므로 깨어나 의식적 사고로 돌아온 뒤에는 

꿈의 내용이 난해한 것이다. 

모든 꿈이 이상하거나 비논리적이지는 않다. 

 

잠을 잘 때 나타나는 특수한 정신 현상인 꿈은 의식과 

무의식을 다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프로이트와 융을 비롯한 많은 심리학자들은 꿈을 

‘무의식의 정신 활동’으로 보았다.

프로이트는 꿈이 해석하기 어려운 이유를 의식이 

무의식을 왜곡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꿈을 꿀 때는 비언어적인 사고의 비중이 많아지고, 

비언어적 기억을 되살려낼 때도 있기 때문에 깨어난 

후 난해하게 느낄 수 있다.

꿈은 비현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의식과 무의식의 

특수한 정신 활동이다.



1. 다음에서 설명하는 학자는?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로서 정신분석학을 탄생시키고, 인간 의

식 기저의 무의식을 탐구한 학자. 대표 저서로는 『꿈의 해석』

(Die Traumdeutung, 1899), 『쾌락 원리의 저편』(Jenseits 

des Lustprinzips, 1920) 등이 있다.

(1) 자크 라캉            (2) 지그문트 프로이트

(3) 칼 구스타프 융    (4) 페르디낭 드 소쉬르

2. 다음 설명은 무엇에 해당하는 개념인가?

인간의 성격 구조의 한 요소로서 사회 가치, 이상과 관련된 영역

이다. 자아(ego)를 통제하는 힘이며 인간의 폭력성, 충동은 이것

에서 발생하는 죄책감의 영향을 받는다.

(1) 초자아(superego)   (2) 이드(id)

(3) 자아(ego)                (4) 리비도(libido)



3. 다음 지문 중 프로이트의 꿈의 개념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

은 것은 무엇인가?

(1) 프로이트는 꿈을 해석하는 것은 인간의 무의식에 이르는 왕

도라고 생각했다.

(2) 프로이트는 꿈은 무의식의 완벽한 형태이며 꿈을 꿀 때 의식

은 완전히 배제된다고 보았다.

(3) 프로이트는 꿈이 성(性) 또는 죽음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4) 프로이트는 꿈이 난해한 핵심적인 이유는 꿈의 ‘비현실성’ 때

문이라고 생각했다.



1. (2)   2.(1)   3.(2)

3. (2) 프로이트는 의식을 야경꾼에 비유하여 ‘검열관이 어느 정

    도는 활동하고 있다’며 잠을 잘 때에도 의식은 최소한의 활동

    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의 보기

퍼블릭 도메인

지식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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