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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이트의 네 가지 발견

프로이트는 무의식의 세계를 설명함으로써 인간 탐구의 

영역을 확장시켰다. 정신분석학의 아버지와 같은 프로이트를 

연구한 빌헬름 라이히는 프로이트의 업적을 네 가지로 

정리하였다. 빌헬름 라이히의 네 가지 정리를 살펴보며 

프로이트가 발견한 것들을 만나보자. 



박정하

프로이트의 무의식 연구 

빌헬름 라이히가 정리한 프로이트의 네 가지 발견 

대중문화와 무의식

철학자. 칸트 철학 전공. EBS논술연구소 부소장 역임

저서 『박정하 교수의 논술 에센스』(2007), 『학술적 

글쓰기』(2007) 등



제목 : 프로이트의 네 가지 발견

강사 : 박정하 (철학자)

구성 : 14분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 정신 분석의 창시자. 

히스테리 환자를 관찰해 무의식의 존재를 밝혀냈으며 

심층 심리학을 확립했다. 『꿈의 해석』, 『쾌락 원리의 

저편』 등의 저작을 남겼다. 

지크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 - 1939)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프로이트에 이은 정신분석학 

2세대로, 성 문제를 중심으로 한 ‘욕망’을 탐구했다. 

『성 혁명』, 『파시즘의 대중 심리』 등의 저작을 남겼다.

빌헬름 라이히(Wilhelm Reich, 1897-1957)



※ 이 강의의 교재

『원숭이는 왜 철학교사가 될 수   없을까』

(미셸 옹프레 지음, 이희정 옮김, 2005)

프로이트는 인간이 이성적 존재라는 근대의 도식에 

대해 인간은 무의식에 의해 규정받는 존재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리비도(libido)

정신분석학 용어로 태어나면서부터 서서히 발달하는 

본능적 에너지나 힘을 의미하고, 프로이트는 이를 ‘성적 

에너지’라고 했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모든 행동에 

포함되는 근원적 욕망을 뜻한다.

‘의식’은 인간이 자신이나 대상에 대해 현실을 구성하

는 토대로 작용하는 반면, 인간은 오히려 무의식에 의

해 규정되는 존재이다.



무의식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그 존재는 결과를 통해 상대적으로 알 수 있다.’

-미셸 옹프레,『원숭이는 왜 철학교사가 될 수 없을까』 

209쪽

어떤 결과를 보면 그것에 대한 원인, 즉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결과가 있는데, 의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결과가 

있다면 그것을 통해 무의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의식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행동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함으로써 무의식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

의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여러 행동 중에 하나가 발작, 

노이로제 등을 포함하는 미친 사람의 행동이다.

정신분석학은 의식과는 상관 없는 비정상적, 병적인 

행동들에 대해 연구하게 되었고, 따라서 정신병과 

연관을 맺을 수밖에 없었다.



정신병을 의식 작용의 이상으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부

분에 대해서 ‘무의식’으로 설명하게 되었고, 이것이 프

로이트가 전반기에 연구한 것이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이 있음을 밝힌 전반기 작업에 이어서 

꿈을 통해 무의식을 찾아가는 후반기 연구를 통해 

 ‘무의식으로 규정되는 인간’을 규명하였다.

빌헬름 라이히가 정리한 프로이트의 네 가지 발견

① 무의식이 의식보다 훨씬 강력하고 지배적이다.

무의식으로서 인간을 설명하는 것은 의식으로는 불가해한 

인간 영역에 대해 설명 가능한 원리를 제공하여 ‘정신

분석학’이라는 학문의 지위를 갖는다.

“인간이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다.”는 정신분석학의 

발견이 의미하는 것

- 인간이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

- 인간을 설명하는 것이 훨씬 용이해졌다.

② 성적 에너지인 리비도는 신체에 근원을 두지만, 

정신적 삶의 원동력이다.



③ 어린아이의 성을 토대로 인간의 심리적 억압의 

시스템을 설명할 수 있다.

④ 도덕은 양육 과정에서 억압과 연관하여 규정되는 

것이다.

억압은 인간의 현실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대중문화는 대중들의 무의식적 충동을 끌어낸다.

정신분석학을 통해 대중의 합리적이지 않은 선호를 

무의식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그 무의식적 선호가 만

들어지는 시스템(대중문화)을 규정할 수 있다.

프로이트는 ‘후최면 효과 실험’, 즉 최면 상태에 받은 

명령이 최면 후에도 똑같이 작용하는지에 대한 실험을 

통해 무의식을 증명했다.

정신분석학은 파시즘의 대중 선동을 ‘정신적 최면’으로 

해석하여 파시즘 분석에도 일조 하였다.



프로이트는 의식적으로 불가해한 것을 무의식으로 

설명함으로써 인간 탐구의 영역을 확장시켰다.

 

빌헬름 라이히는 프로이트의 업적을 네 가지로 정리하였다.

 

대중의 비합리적 선호는 무의식으로 설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파시즘을 정신분석학으로 해석할 수 있다.



1. 다음 중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프로이트가 제안한 심리학 용

어가 아닌 것을 고르면?

(1) 이드(id)

(2) 에고(ego)    

(3) 슈퍼에고(super ego)

(4) 집단무의식(Collective unconscious)

2. 다음 중 A와 B에 해당하는 것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A.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 정신 분석의 창시자. 히스테리 환

자를 관찰해 무의식의 존재를 밝혀냈으며 심층 심리학을 확립했

다. 

B. 정신분석학 용어로 태어나면서부터 서서히 발달하는 본능적 

에너지나 힘을 의미하고, ‘성적 에너지’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모든 행동에 포함되는 근원적 욕망을 뜻한다.

(1) 프로이트 - 이드    (2) 프로이트 - 리비도

(3) 칼 융 - 에고          (4) 칼 융 - 이드



3. 프로이트는 자신의 저서 ()에서 죽음의 충동 개념을 도입함으

로써 쾌락원칙과 현실원칙이라는 이분법이 낳은 문제를 해결한

다. 심리학자 라캉은 “고통 속의 쾌락”이라는 프로이트의 새로

운 개념을 향유(jouissance)로 번역 혹은 해석하며, 프로이트 스

스로 자신의 메타심리학이 갖고 있는 과학주의적 잔재를 사실상 

극복했다고 본다. 다음 중 괄호에 들어갈 프로이트의 저서는 무

엇인가?

(1)『쾌락원칙을 넘어서』

(2)『꿈의 해석』

(3)『정신분석 입문』 

(4)『꿈의 심리학』



1. (4)   2.(2)   3.(1)

3. (4) 칼 융의 개념이다.



강의 보기 

퍼블릭 도메인

지식노트 

https://ko.wikipedia.org/wiki/%ED%8C%8C%EC%9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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