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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l 상담실습및사례연구(Pra ctice of Counseling a nd Ca se Study)
상담자 훈련을 위한 과정으로서 가정과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성장과 발달을 돕고, 이에 필
요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방법과 태도, 기술을 함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자기 성장을
위한 집단 활동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상담 사례에 대한 수퍼비젼을 통해 상담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학습한다. 또한 상담사례 연구의 절차,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연구보고서 작성방법
등을 익힌다.
l 아동・청소년이해론(The Understa nding of Juvenile)
아동 및 청소년의 신체적, 지적, 사회적 발달과 그 과제에 대해 기본원리를 학습하면서 아
동 및 청소년을 이해하며 바람직한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지도방안을 학습한다.
l 상담심리연구방법론(Resea rch Method in Counseling Psychology)
내담자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방법, 내담자의 성격이나 인지 스타일을 분류하는 기
준, 내담자의 문제해결을 돕는 기술과 절차, 상담사례와 상담기관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기법
등을 배우고 익혀, 실제로 상담과 관련된 연구 주제를 선정하여 연구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또한 상담사례 연구의 절차,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연구보고서 작성 방법 등을 익힌다.
l 심리검사(Psychologica l Testing)
각종 심리검사의 이론적 배경과 심리검사 활용상의 문제점들을 고찰하고 각 영역별 심리검
사 활동의 실제문제를 다루며, 심리학의 연구 및 임상진단 장면에서의 활용능력을 학습하고,
각종 심리검사에 관해 제작과정 및 활용방법을 익힌다.
l 학습심리(Psychology of Lea rning)
인간학습 및 기억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학습의 이론과 과정을 탐색하며 성숙, 동기화 및
학습과의 관계, 파지, 망각, 전이 등의 문제를 관련시켜 학습한다.
l 교육심리학(Educa tiona l Psychology)
교육의 제반 문제와 관련된 심리학적 지식을 기초로 분석, 파악하는 관점을 기르고 이를 위
해 관련이론과 연구들을 학습한다.
l 이상심리(Abnormal Psychology)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상행동의 증상 및 원인을 이해하여 정신장애에 대한 이해의
방법을 익힌다.
l 발달심리(Developmental Psychology)
인간의 성잘 발달을 지배하는 요인과 기제에 대하여 그리고 각 발달 단계별 특성을 고찰하
고 신체, 정서, 성격, 인지 등의 발달지체에 관한 이론 및 심리를 학습한다.
l 사회심리학(Socia l Psychology)
동조적, 친화와 공격성, 태도변화, 집단역동 등 타인이나 집단과의 관계에서 보여주는 여러
행동들에 대한 심리적 과정과 사회적 문제들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이론과 방법을 학습한다.
l 상담이론과실제(Theories a nd Pra ctice of Counseling)
상담은 심리치료 및 생활지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영역으로서 산업사회로 발전할

수록 더욱 필요해질 것이다. 상담의 의미와 발전과정 다른 영역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상담심
리학에서 주로 쓰는 용어 개념 및 이론에 대해 학습한다.
l 임상심리학(Clinical Psychology)
개인과 집단의 인지적・정서적・행동적 문제들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필요한 여러 심리
학적 접근방법을 학습하고 이를 통하여 바람직한 심리치료자의 자질을 함양한다.
l 성격심리(Psychology of Persona lity)
성격의 제이론을 고찰하고 그 형성과 매개변인 성격의 개인차와 그 측정문제 등을 다르면
서 성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해하고 성격의 발달이론과 특성이론을 상담과정에서
내담자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활용하는데 중점을 두고 학습한다.
l 진로상담(Ca reer Counseling)
상담활동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지적인 측면과 정의적인 측면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
며, 청소년들의 장래를 희망적인 동시에 현실적으로 준비하도록 돕는 과정을 익힌다.
l 생활지도연구(Resea rch on Guida nce)
오늘날 청소년 문제는 학교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전체의 관심사이다. 특히 학교교육의
담당자들은 우리의 청소년들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절실히 요청된다. 본 과목에서는 학교에
서 청소년들의 인성지도와 생활지도를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검토한다.
l 특수아상담(Counseling of Special Children)
본 과목은 특수아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탐구하고 특수아 지도를 위한 실질적이고 유용한
지침을 정리함으로써 일선 학교에서의 특수아 지도에 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문제의식, 특수아 발생의 원인 및 그 사회문화적 배경, 특수아의 병리학적 분류들을 학습한다.
아울러서 외국에서의 진단 기준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도 논의한다.
l 심리치료(Psychotherapy)
내담자의 증상을 제거, 수정, 완화하고 장애행동을 조정하며, 궁극적 성격 발달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정서적 문제를 심리학적 방법으로 치료하고자 재구성적, 심층 분석적 문제 해결과
무의식적 동기의 통찰에 역점을 두어 내담자 문제 증상의 심리적 요인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해결하는 이론 및 방법을 학습한다.
l 학교사회사업(Socia l Work in School)
학교폭력, 비행 등 학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 실천 방법으로서 학생 개개인의 지
적, 사회적, 정서적 욕구와 문제해결에 관심을 갖도록 돕는 이론 및 방법을 토대로 모든 학생
이 성취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학교현장에서 활동하는 사회사업 분야를 학습한다.
l 집단상담(Group Counseling)
집단상담의 발달과정과 종류, 기법에 대한 이론적 학습과 아울러 실제 실습을 통한 집단상
담 과정에 대한 경험을 학습한다.
l 가족상담(Fa mily Counseling)
한국사회의 가족생활에 대한 제반문제를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함으로써 개인과 가족의 삶과 질을 향상 하도록 하며, 사회 전체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l 행동수정(Behavior Modifica tion)
특수아들이나 여러 가지 이상심리학적인 특성을 지닌 어린이들을 지도하는 방법 중의 하나
인 행동수정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큰 부작용 없이 비교적 큰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기법 중
의 하나이다. 본 과목에서는 행동수정의 이론을 이해하고 여러 가지 실제적인 수정 방법을 학
습함로써 학생지도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둔다.
l 청소년심리(Psychology of Adolescence)
본 과목은 청소년기의 다양한 심리적 발달현상과 특성을 연구하여 청소년을 이해하고 그것
을 기초로 청소년연구와 지도의 기초능력을 배양한다.
l 아동심리(Psychology of Child)
아동의 성격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신경학적 측면 등의 제반 심리적 발달 수준
을 이해하고, 아동의 제반 행동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기본이론, 원리와 방법을 다룬다.
l 위기상담(Crisis Counseling)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삶은 위기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위기란 기존의 평형상태의 깨어
짐을 말하며, 이는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상담자는 위기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개입하여 내담자의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상담전략으로 내담자를 조력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교과는 내담자의 삶에서 갑자기 닥쳐올 수 있는 위기의 상황(입학,
시험에서의 탈락, 이사, 전학, 결혼, 이혼, 배우자의 사망, 부모형제 등의 사망 등)들에서 적절
히 대처할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는 상담자의 적절한 위기 상담 방법 및 개인 기법 등을 함
양한다.
l 청소년상담의이론과실제(Theory&Pra ctice of Counseling Adolescence)
청소년들이 각 발달단계에서 달성해야 할 발달과업과 그에 따른 문제들을 학습하고, 청소년
기의 인지, 정서, 행동, 학업, 진로 등 적응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상담이론 및 실
제적인 기술들을 학습한다.
l 아동발달(Infa nt Development)
이 과목은 유아에서 아동에 이르기까지의 아동발달에 관한 여러 이론을 고찰하고 실제 아
동들이 나타내 보이는 행동 특성들을 비교하여 아동발달의 전반에 걸친 이해를 높임으로써
일선 학교에서의 어린이 지도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는데 그 목표를 둔다.
l 청년발달(Development of Adolescence)
청소년기는 심리적, 사회적으로 독특하고 중요한 시기이다. 청소년기를 어떻게 보내며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느냐에 따라 한 개인의 인생과 삶의 질이 결정된다. 따라서 청소년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는 이론과 실체를 학습하는데 교과의 목적이 있다.
l 심리측정・평가의 활용(Psychologica l Measurement&Eva lua tion on Inflection)
본 교과목의 궁극적인 교육목적은 각 개인이 가진 고유한 심리적인 특성을 평가하고 활용
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며, 올바른 측정・평가 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개발되어진 다양한 측정・평가 기법을 학습하여 인간 행동의
객관적 자료들을 처리하고, 그 결과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통해 인간을 보다 더 깊게 이해한
다.

l 학습이론(Lea rning Therapy)
주요 학습이론이 인간의 다양한 심리적・정서적・인지적・사회적 과정 등을 어떻게 설명하
고 있는 지 학습한다. 또한 내담자와의 상담 장면에서 학습이론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사
례 등을 분석하고 이를 적용 및 활용해 봄으로써 학습이론에 대한 실제적인 지식을 탐구한다.
l 학습상담(Lea rning Counseling)
학습의 기본과정과 주요원리를 이해하고 학습자의 능력, 태도, 성격 등과 같은 다양한 특성
및 개인차에 대한 이해와 함께 동기와 동기유발에 관한 이론들을 개관하고 상담 및 교육장면
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상담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l 학교부적응상담(counseling on school na la djustment)
청소년기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행 및 부적응상의 문제(성문제, 약물오남용 문제,
폭력문제, 인터넷 중독, 은둔형 외톨이, 알콜 중독 등) 등을 상담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학습한
다. 또한 상담자는 내담자인 청소년들의 심리적 문제를 검토하고 해결하여 올바른 심리적 성
숙과 성장을 이루도록 조력하는 기술 등과, 그들의 사회적, 정서적 발달에 관한 제반 이론, 방
법론 및 최근 연구 동향까지 다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