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융연구원 기획. 한국분석심리학회 주관

2016년도 『분석심리학 기초강좌』 

분석심리학에 관심은 있으나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한국분석심리학회와 한국

융연구원이 공동으로 분석심리학의 기본 개념에 관한 공개강좌를 개최합니다. 정기적으로 개최되

는 본 강좌에서는 분석심리학의 기초개념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분석심리학에 대한 

이해를 넓혀 이 분야의 수련을 시작할 수 있는 일차적 토대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2016.  5.

                             한 국 분 석 심 리 학 회 장   박 상 학

                             한  국  융  연  구  원  장   이 부 영

                ***************************************************

  시 : 2016년 8월 6일(토) 오후 1:30 - 오후 9:00 

             2016년 8월 7일(일) 오전 9:00 - 오후 5:20

  장    소 :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과학연구원 강당

  연수평점 : 5점

  등록대상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전문의, 전공의), 간호사, 심리상담가 및 일반인

  등    록 : 등록 마감일  2016년 7월 20일(수)까지

             * 선착순이며 마감일 후 취소시 환불 불가

             * 학회사무실로 전화하여 좌석 확인 후 입금 

  등록계좌 : 하나은행 810-367325-50005(예금주: 유지민)         

  등 록 비 : 일금일십오만원(\150.000) (8월 7일(일) 서울대학병원 구내식당 중식권 포함)

  연 락 처 : 한국분석심리학회 사무실(Tel: 02-3673-2550, jungkr@chollian.net)

  주    제 : 분석심리학의 기본개념 

             1. 융의 생애와 사상

             2. 분석심리학의 기본입장

             3. 연상검사와 콤플렉스 학설

             4. 심리학적 유형론

             5. 마음의 구조와 기능

             6. 자기와 자기실현(개성화)

             7. 꿈의 의미와 해석

             8. 정신병리의 분석심리학적 이해

             9. 정신치료

             10. 종교의 이해

  교    재 : 이부영(2014) 분석심리학 이야기, 집문당

             이부영(2011) 분석심리학 - C.G. 융의 인간심성론(제 3판), 일조각

             이부영(1999) 분석심리학의 탐구 1. 그림자, 한길사

             이부영(2001) 분석심리학의 탐구 2. 아니마 아니무스, 한길사

             이부영(2002) 분석심리학의 탐구 3. 자기와 자기실현, 한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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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6일(토)   

 1:30-2:00pm  등록 담  당

 2:00-2:10  인사말씀 회   장

 2:10-3:40 
 1. 융의 생애와 사상

 2. 분석심리학의 기본입장
이부영

 3:40-4:30    3. 연상검사와 콤플렉스 학설 박상학

 4:30-6:00   

 4. 심리학적 유형론

    1) 내향적 태도와 외향적 태도(내향형, 외향형)

    2) 합리적 유형 (내향, 외향)

이문성

 6:00-7:00   저녁식사 (김밥과 음료 제공)

 7:00-8:00     3) 비합리적 유형 및 열등기능 (내향, 외향) 이도희

 8:00-9:00

 5. 마음의 구조와 기능

   1) 의식, 자아, 집단적의식, 개인적 무의식, 집단적

      무의식

   2) 그림자 

김계희

2016년 8월 7일(일)   

 9:00-10:00am  5- 3) 아니마, 아니무스 심상영

 10:00-11:00  5- 4) 원형론 이보섭

 11:00-12:00  6. 자기와 자기실현(개성화) 이나미

 12:00-1:00   점심식사 (구내식당)

 1:00-2:00  7. 꿈의 의미와 해석 박 신

 2:00-3:00  8. 정신병리의 분석심리학적 이해 강철중

 3:00-3:20  휴식

 3:20-4:20  9. 정신치료 한상익

 4:20-5:20 10. 종교의 이해 김성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