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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담치료학과  Department of Counseling & Therapy

사무실: 글로벌캠퍼스 특수치료대학원 글로벌센터 7층  / 수여학위명: 철학박사
Office: Global Campus, Graduate School of Professional Therapy

Divisio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Department of Counseling & Therapy

수여학위명: Ph.D.
TEL: 031-750-8897  FAX: 031-750-8837

1. 교육목표 / Academic Goals

본 학과는 특수상담치료 분야의 박사 과정을 통하여 연구자, 상담치료 전문가 및 상담치료 지

도자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1) 특수상담치료 분야의 전문지식 발전에 기여하는 연구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개발한다.

2) 특수상담치료 분야의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프로그램 개발과 이행에 앞장섬으로써 전공 분

야의 실무 발전에 기여하는 상담치료 전문가를 양성한다.

3) 특수상담치료 분야의 제 문제를 인식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능력을 배양하여 특수상담

치료를 전망할 수 있는 통찰력을 지닌 상담치료 지도자를 양성한다.

2. 학위과정 및 연구 분야 / Degrees and a Field of Study

학위과정 석사 박사

전공분야 -

심리인지치료학
언어병리학
미술치료학
음악치료학

3. 교수현황 / Professors

직급 성명 학위 전공분야 E-Mail

교수 송양민(宋洋民)  보건학박사(연세대학교)
고령사회,         

보건정책, 실버산업

ymsong@gachon.ac.
kr 

교수 이원재(李垣宰)
 보건학박사(University of 

Alabama)
 보건정책

health21@gachon.a
c.kr 

조교수 이혜란(李惠蘭)  심리학박사(이화여자대학교)  발달 및 발달 임상심리
janette@gachon.ac.

kr 

조교수 박현주(朴賢珠)
언어병리학박사(이화여자대학

교)
 언어병리

phj8747@gachon.ac
.kr 

조교수 임나영(林那聆)  심리학박사(고려대학교)  임상 및 상담 심리
psyart@gachon.ac.k

r 

조교수 송인령(宋寅铃)  교육학박사(단국대학교)  상담심리
songir@gachon.ac.k

r 

조교수 김빛나  심리학박사(서울대학교)  임상 및 상담 심리
shinebinna@gachon.

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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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과내규

1) 입학

(1) 입학전형은 대학원 입학시행내규에 따라 서류심사, 전공과목 구술 및 면접 심사로 한

다.

(2) 전공과목 구술시험은 특수상담치료학 관련 내용에서 출제한다.

(3) 서류심사와 전공 구술시험은 3명으로 구성된 학과 교수들에 의해 실시한다.

2) 지도교수

(1) 신입생은 입학 후 첫 학기에 희망 연구 분야를 신청하여 관심분야 교수의 승인을 얻

은 후 교수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지도교수 배정 시, 한 분야에 과다하게 신청될 

경우 각 분야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학과 교수회의에서 희망 연구 분야를 조정할 

수 있다.

(2)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두 번째 등록학기 종료 전 신,구 전공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은 후 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지도교수를 배정 받은 학생은 매 학기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매주 1회 이상 

지도교수에게 연구관련 사항을 지도 받아야 한다.

3) 학점이수

(1) 박사과정 학생은 최저 36학점을 이수해야한다.

(2) 학생은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과목을 선택한다.

(3) 보충학점의 경우 학부의 유사과목 또는 학교와 자매학교 대학원의 전공과목 중 3학점

을 인정받을 수 있다 

(4) 수강신청은 매 학기당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선수과목은 수강신청 학점에 포함

되지 아니한다.

(5) 이외의 학점 관련사항은 대학원 학칙에 따른다.

4) 선수과목

전공분야가 학사과정과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과 내 전공별로 지정하는 석사 전공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5) 종합시험 과목

(1) 일반대학원 특수상담치료학과 종합시험 응시자격은 KCI 급 (후보지 포함) 학회지에 

조교수 이수연(李受娟)
음악치료학박사(이화여자대학

교)
 음악치료 mtsoo@naver.com 

조교수 김정원(金正原)  체육학박사(경희대학교) 스포츠의학
zeezone@gachon.a

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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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저자로 한편이상의 논문 게재를 원칙으로 한다.

(2) 종합시험 실시 이전 학기의 이수과목 중 4과목을 선택하여 응시과목을 선택한다.

   

6) 학위 청구논문 및 제출 절차

(1) 논문지도교수를 배정 후에는 1학기부터 6학기까지, 편입생은 해당 학기부터 6학기까

지 2학점씩 논문지도 학점을 필수(선수)로 이수한다. 

(2)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통과 후 본 논문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3) 박사학위취득 1년 이전에 연구논문계획서를 작성 및 공개 발표 후 논문 계획서를 제

출한다.

(4) 기타 사항은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7) 학술발표

(1) 대학원 재학 중 1개 이상의 학회활동을 권장한다.

(2) 대학원 재학 중 1개 이상의 연구논문을 학진등재지 또는 SCI 급 학회지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적어도 1편은 주저자 (제1저자) 여야 한다.

(3) 학위논문을 발표하거나 학술지게재 시 주임교수 책임하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교과목해설 / Courses and Syllabuses  

구 분 과목 번호 과     목     명 학 점 시 간 비   고

공통 09616
고급통계
(Advanced Statistics)

3 3 공통

공통 09622
고급실험설계
(Advanced Experimental Design)

3 3 공통

공통 09568
질적연구방법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3 3 공통

공통 09574
부모상담 세미나
(Seminar in Parents Counseling) 

3 3 공통

공통 09580
보건복지특론
(Seminar in Healthcare and Social 
Welfare)

3 3 공통

공통 09586
고급 정신의학
(Advanced Psychiatry)

3 3 공통

필수(선수) 09592
연구 지도 1

 (Research Guidance1)
2 2 전공(교수)별 분반

필수(선수) 09597
연구 지도 2

 (Research Guidance2)
2 2 전공(교수)별 분반

필수(선수) 09601
연구 지도 3

 (Research Guidance3)
2 2 전공(교수)별 분반

필수(선수) 09621
연구 지도 4

 (Research Guidance4)
2 2 전공(교수)별 분반

필수(선수) 09567
연구 지도 5

 (Research Guidance5)
2 2 전공(교수)별 분반

필수(선수) 09573
연구 지도 6

 (Research Guidance6)
2 2 전공(교수)별 분반

선택 09579
고급정신병리: 미술평가과 진단
(Advanced Psychopathology: 
Art Assessment and Diagnosis)

3 3 미술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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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09585
고급 정신역동적 미술치료
(Advanced Psychoanalytic Theories and 
Practices of Art therapy)

3 3 미술치료

선택 09591
고급 발달적 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Advanced Developmental Theories and 
Practices of Art therapy) 

3 3 미술치료

선택 09596
신경과학과 미술치료 
(Art Therapy and clinical Neuroscience)

3 3 미술치료

선택 09600
미술심리치료와 외상 
(Art Psychotherapy and Trauma : Theory 
and Approaches to Treatment)

3 3 미술치료

선택 09603
고급 미술치료 연구 프로젝트 
(Special Projects in Art Therapy) 

3 3 미술치료

선택 09604
미술치료에서의 윤리적 쟁점
(Advanced Issues in Psychotherapy and 
Art Therapy)

3 3
미술치료

선택 09615
고급 가족미술치료
(Advanced Marriage and Family Art 
Therapy)

3 3 미술치료

선택 09620
미술치료 연구논문 
(Research In Art Therapy Thesis)

3 3 미술치료

선택 09566
고급 슈퍼비전 세미나 
(Advanced Supervision Seminar)

3 3 미술치료

선택 09572
예술심리치료 연구동향
(Current Issue in Arts psychotherapy)

3 3 미술치료

선택 09578
다양한 대상별 미술치료 임상적 개입 
(Clinical Art Therapy Interventions
For Specialized Populations)

3 3 미술치료

선택 11838
미술심리치료연구방법 세미나
(Seminar in Research Methodology of Art 
Psychotherapy)

3 3 미술치료

선택 09619
언어발달장애 고급세미나
(Advanced Seminar in Language 
 Developmental Disorders)

3 3 언어치료

선택 09590
언어장애 임상실습지도
(Clinical Supervision of Language 
 Disorders)

3 3 언어치료

선택 09595
의사소통장애 진단평가 세미나
(Seminar in Assessment & Diagnosis of 
Communication  Disorders)

3 3 언어치료

선택 09599
신경언어장애 고급세미나
(Advanced Seminar in Neurogenic     
Language Disorders )

3 3 언어치료

선택 09602
유창성장애 고급세미나
(Advanced Seminar in Fluency 
 Disorders)

3 3 언어치료

선택 09611
음성장애 고급세미나
(Advanced Seminar in Voice 
 Disorders)

3 3
언어치료

선택 09614
말소리장애 고급세미나
(Advanced Seminar in Speech Sound 
Disorders)

3 3 언어치료

선택 09584
언어발달 고급세미나
(Advanced Seminar in Language 
 Development)

3 3 언어치료

선택 09565
보완대체의사소통 고급세미나
(Advanced Seminar in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3 3 언어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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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09571
언어장애 독립연구
(Independent Research for Language 
Disorders)

3 3 언어치료

선택 09577
언어재활 프로그램 및 도구 개발
(Development of Speech & Language 
Intervention Programs and Materials)

3 3 언어치료

선택 09583
청각학 고급세미나
(Advanced Seminar in Audiology)

3 3 언어치료

선택 09589
다문화와 의사소통
(Communication in Culturally and 
Linguistically Diverse Children)

3 3 언어치료

선택 11648
의사소통장애 연구동향
(Current Issues in Communication 
Disorders)

3 3 언어치료

선택 11837
학령기언어장애고급세미나
(Advanced Seminar in Language Disorders 
of School-Aged Children)

3 3 언어치료

선택 09594
박사과정세미나 
(Doctoral Seminar)

3 3 심리인지치료

선택 09598
정서・사회성 발달 세미나
(Seminar in social・Emotional 
Development)

3 3 심리인지치료

선택 09608
고급신경심리학
(Advanced Neuropsychology) 

3 3 심리인지치료

선택 09610
고급인지심리학
(Advanced Cognitive Psychology) 

3 3 심리인지치료

선택 09613
고급학습심리학
(Advanced Learning Psychology)

3 3 심리인지치료

선택 09618
심리평가 
(Psychological Assessment)

3 3 심리인지치료

선택 09564
신경심리평가
(Neuropsychological Assessment)

3 3 심리인지치료

선택 09570
고급 놀이치료 세미나
(Seminar in Advanced Play Therapy)

3 3 심리인지치료

선택 09576
심리치료 연구동향
(Current Issue in Clinical Psychology)

3 3 심리인지치료

선택 09582
정신병리연구 세미나
(Seminar in Research for 
Psychopathology)

3 3 심리인지치료

선택 09588
고급임상실습 및 수퍼비젼 I
(Advanced Clinical Practicum and 
Supervision I)

3 3 심리인지치료

선택 09593
고급임상실습 및 수퍼비젼 II
(Advanced Clinical Practicum and 
Supervision II)

3 3 심리인지치료

선택 09606
심리치료연구방법 세미나
(Seminar in Research Methodology of 
Psychotherapy)

3 3 심리인지치료

선택 09607
박사논문세미나
(Doctor Seminar Thesis)

3 3 음악치료

선택 09609
가족음악치료Ⅰ
(Family Musictherapy)

3 3 음악치료

선택 09612
고급음악심리치료 
(Advanced. Music Psychotherapy)

3 3 음악치료

선택 09617
고급개별현장연구 (Advanced. Independent 
Research Project)

3 3 음악치료

선택 09563
고급즉흥음악치료 
(Advanced. Improvisational MT)

3 3 음악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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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통계 (Advanced Statistics)

통계적 가설검증의 기본 원리를 습득하고, 조사 및 실험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통계적 방법을 사

용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석,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고급실험설계 (Advanced Experimental Design)

연구 분야의 주제들에 관한 가설을 설정하고, 체계적인 검증을 위한 실험설계법을 선정하여 수행

할 수 있고, 결과를 분석하여 연구 목적에 맞게 해석하고 개별연구를 심층적으로 진행한다.

질적연구방법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사회과학의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는 사례연구, 면접, 관찰 등의 기법에 의해 수집된 자료분석법

을 포함한 질적연구방법의 이론과 실제를 다룬다.

부모상담 세미나 (Seminar in Parents Counseling)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가족 병리 등 부모 상담에 필요한 이론적 지식과 실제를 심도 깊게 다

루고, 관련 주제들에 대한 논의를 한다. 

보건복지특론 (Seminar in Healthcare and Social Welfare)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는 삶의 질을 높이고 인간의 행복을 증진하는 역할을 한다. 현대사회에서 갈

수록 연계성이 커지는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제도의 현황과 함께, 특수 상담 치료현장에서의 적용방

안에 대해 논의한다. 

고급 정신의학 (Advanced Psychiatry)

이상심리 및 정신병리에 대한 심도 있는 접근과 더불어 정신의학적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생물

학적, 약리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인 지식을 토대로 임상 적용을 다룬다.

 

연구 지도 1 (Research Guidance1)

박사논문과 관련된 연구 방법 및 개별 중심의 연구를 수행한다.

연구 지도 2 (Research Guidance2)

박사논문과 관련된 연구 방법 및 개별 중심의 연구를 수행한다.

연구 지도 3 (Research Guidance3)

박사논문과 관련된 연구 방법 및 개별 중심의 연구를 수행한다.

선택 09569
가족음악치료 Ⅱ
(Family Musictherapy)

3 3 음악치료

선택 09575
음악치료 자료분석 (Analysis and 
Development of MT Resources)

3 3 음악치료

선택 09581
음악치료 현장연구 동향 (Current Trends 
and Research in Music Therapy Practice)

3 3 음악치료

선택 09587
고급 음악치료세미나
(Advanced. Musictherapy Seminar)

3 3 음악치료

선택 09605
고급 인턴 쉽
(Advanced. Internship)

3 3 음악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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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지도 4 (Research Guidance4)

박사논문과 관련된 연구 방법 및 개별 중심의 연구를 수행한다.

연구 지도 5 (Research Guidance5)

박사논문과 관련된 연구 방법 및 개별 중심의 연구를 수행한다.

연구 지도 6 (Research Guidance6)

박사논문과 관련된 연구 방법 및 개별 중심의 연구를 수행한다.

고급정신병리: 미술평가과 진단 (Advanced Psychopathology: Art Assessment and Diagnosis)

정신건강·병리 및 인간관계의 개념과 정신의학적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물학적, 심

리학적, 사회학적인 지식을 토대로 심층적으로 진단 및 평가한다. 

고급 정신역동적 미술치료 (Advanced Psychoanalytic Theories and Practices of Art therapy)

정신역동적 미술치료의 접근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을 다루며, 이론을 바탕으로 한 미술치료 

실제적 접근법에 대해 심도있게 다룬다.

고급 발달적 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Advanced Developmental Theories and Practices of Art therapy)

정신역동적 미술치료의 접근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을 다루며, 이론을 바탕으로 한 미술치료 

실제적 접근법에 대해 심도있게 다룬다.

신경과학과 미술치료 (Art Therapy and clinical Neuroscience)

인간행동과 측정할 수 있는 뇌활동을 연결할 수 있는 구조, 기능, 그리고 환경적 연관성에 대해 

연구하고 예술의 치료적 강점에 대해  논의한다

미술심리치료와 외상 (Art Psychotherapy and Trauma : Theory and Approaches to Treatment)

외상으로 인한 심리/신체적 증상과  불안에 대한 심도 있게 다루며, 미술치료적 적용과 실제에 대

해 연구하고논의한다.

고급 미술치료 연구 프로젝트 (Special Projects in Art Therapy)

미술치료 전반에 걸친 연구와 기법들을 분석하고 재해석하여 미술치료의 새로운 방향과 기법에 

대한 이론을 탐색하고 논의하여 창의적이며 다학제적인 연구를 위한 실제적인 능력을 함양한다.

미술치료에서의 윤리적 쟁점 (Advanced Issues in Psychotherapy and Art Therapy)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복잡 다양한 문제에 대한 미술치료에서의  윤리적 쟁점에 대해 토론하고,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해결점을 모색해 본다. 

고급 가족미술치료 (Advanced Marriage and Family Art Therapy)

가족치료의 체계적 접근법과 가족화 및 가족상징에 의한 평가 및 집단미술치료 기법을 심도 있게 

학습한다.

미술치료 연구논문 (Research In Art Therapy Thesis)

미술치료 연구동향을 살피고 이론의 정립을 위한 질적, 양적 연구방법을 학습하고 연구목적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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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구를 계획한다.

고급 슈퍼비전 세미나 (Advanced Supervision Seminar)

미술치료 사례개념화를 통해 프로그램의 목표 설정, 구성 내용, 진행 과정 등을 검토하고 수퍼비

젼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예술심리치료 연구동향(Current Issue in Arts psychotherapy)

전통적인 예술심리치료접근법 외에 최근 증거기반 치료적 접근과 연구동향을 검토하고 토의함으로써 다양하

고 확장된 예술심리 치료적 접근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다양한 대상별 미술치료 임상적 개입 (Clinical Art Therapy Interventions For Specialized Populations)

다양한 장애 대상과 증상, 구성에 따른 미술 재활 및 치료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보다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심도있게 계획하고 구성하여 적용한다.

미술심리치료 연구방법 세미나 (Seminar in Research Methodology of Art Psychotherapy)

미술심리치료와 관련된 제반 이론 및 연구들을 개관하고, 연구방법과 절차를 학습하고 실습하여 독자적인 연

구 능력을 길러 경험연구를 수행한다.

언어장애 임상실습지도 (Clinical Supervision of Language Disorders)

의료 기관, 복지관, 대학 부속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지도교수가 인정하는 언어재활기관에

서 언어장애 임상실습 과정을 지도함으로써 언어장애 재활에 대한 독립적인 임상 능력을 함양한

다.

의사소통장애 진단평가 세미나 (Seminar in Assessment & Diagnosis of Communication  Disorders)

임상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의사소통장애에 대한 평가 도구와 방법들을 검토하고, 의사소통장애 

유형에 따른 최선의 평가 및 진단 절차와 구성 요소들을 탐색하고 논의한다. 

언어발달장애 고급세미나 (Advanced Seminar in Language Developmental Disorders)

아동기에 나타나는 언어장애의 유형과 특성들을 고찰하고 최근 문헌과 연구 동향, 문제점 등을 검

토하며 새로운 연구 과제 및 방법들을 찾고 논의한다.

신경언어장애 고급세미나 (Advanced Seminar in Neurogenic Language Disorders)

뇌신경 손상에 의해 발생하는 언어장애의 유형과 특성들을 고찰하고 최근 문헌과 연구 동향, 문제

점 등을 검토하며 새로운 연구 과제 및 방법들을 찾고 논의한다.

유창성장애 고급세미나 (Advanced Seminar in Fluency Disorders)

유창성장애의 유형과 특성들을 고찰하고 최근 문헌과 연구 동향, 문제점 등을 검토하며 새로운 연

구 과제 및 방법들을 찾고 논의한다.

음성장애 고급세미나 (Advanced Seminar in Voice Disorders)

음성장애의 유형과 특성들을 고찰하고 최근 문헌과 연구 동향, 문제점 등을 검토하며 새로운 연구 

과제 및 방법들을 찾고 논의한다.

말소리장애 고급세미나 (Advanced Seminar in Speech Sound Dis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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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음과 모음의 분류, 말소리 생성과정, 말소리 지각, 말소리 산출 능력 발달, 말소리장애를 일으키

는 관련 장애 및 원인, 말소리장애 검사도구, 말소리장애의 평가과정, 말소리장애의 치료 원리 등

을 고찰하고 연구한다.  

언어발달 고급세미나 (Advanced Seminar in Language Development)

출생과 더불어 시작되는 언어 발달의 과정 및 특성들을 전반적으로 고찰하고 최근 문헌과 연구 

동향, 문제점 등을 검토하며 새로운 연구 과제 및 방법들을 찾고 논의한다.

보완대체 의사소통 고급세미나 (Advanced Seminar in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복합적인 의사소통 요구를 지닌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보완대체의사소통에 대한 최근 문헌과 연구 

동향,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새로운 연구 과제 및 방법들을 찾아 논의한다.

언어장애 독립연구 (Independent Research for Language   Disorders)

언어장애와 관련하여 자신이 관심을 갖는 특정 주제를 선정하고 지도교수의 지도 아래 체계적인 

문헌연구, 조사연구 또는 실험연구를 수행하면서 독자적인 연구능력을 기른다.

언어재활 프로그램 및 도구 개발 (Development of Speech & Language Intervention Programs and 

Materials)

임상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재활 프로그램과 도구들을 익히고 특정 대상을 선정해 개별 프

로그램 및/또는 도구를 개발한다. 또한 더 나아가 특정 언어장애 군을 위한 평가 및 치료 프로그

램과 도구 개발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청각학 고급세미나 (Advanced Seminar in Audiology)

청각학의 영역, 즉 음향과 소리 측정, 청각기관의 해부와 생리, 청력의 측정 원리와 특성, 청력검

사 도구와 검사 환경, 청각장애의 유형, 청력 관리, 청각장애의 평가, 치료 및 중재 과정을 고찰하

고, 최근 문헌과 연구 동향, 문제점 등을 검토하며, 새로운 연구 과제 및 방법들을 찾고 논의한다.

다문화와 의사소통 (Communication in Culturally and Linguistically Diverse Children)

다문화 가정 출신의 아동, 청소년 및 성인들이 겪고 있는 의사소통 문제를 파악하고 이들의 문제

를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며 최선의 중재를 계획하고 이행할 수 있는 전략들을 

찾고 논의한다.

의사소통장애 연구동향 (Current Issues in Communication Disorders)

출생에서부터 노년기까지 생애 전반에 걸쳐 나타날 수 있는 의사소통장애에 대한 최신의 치료적 

접근과 연구 동향을 검토하고 논의함으로써 의사소통장애에 대한 임상적 학문적 이해를 높이고 

전문적 소양을 기른다.

학령기언어장애고급세미나 (Advanced Seminar in Language Disorders of School-Aged 

Children)

학령기 언어장애 아동의 의사소통 문제와 그에 대한 평가 및 중재 전략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최근 문헌과 연구 동향, 문제점 등을 심도 있게 고찰하며 새로운 연구 과제 및 방법들을 찾

고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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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과정세미나 (Doctoral Seminar)

논문주제와 관련된 제반 연구들을 개관하고, 연구방법을 선정한 후 개별중심의 연구를 수행한다.

정서・사회성 발달 세미나 (Seminar in social・Emotional Development)

초기 영유아기부터 청년 후기에 걸쳐 정서・사회성에서 나타나는 발달상의 변화 및 최근 이론과 연구들을 

심도깊게 다루고, 관련 주제들에 대한 토의, 연구를 한다.

고급신경심리학 (Advanced Neuropsychology) 

뇌가 인간의 동기, 정서,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그 기제를 이해한다. 또한 신경과학연구의 최근 동향을 소개

하고, 신경과학의 이론과 방법론에 기반한 사고능력을 증진한다.

고급인지심리학 (Advanced Cognitive Psychology) 

인간의 지각, 주의, 기억, 사고 및 언어에 관한 최신 연구동향을 익히고, 인지심리학의 각 영역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 실험연구논문들을 읽고 실험과정의 세부 내용과 연구결과 및 함의를 이해한다. 

고급학습심리학 (Advanced Learning Psychology)

인간의 행동 및 학습에 관한 제반 원리와 이론을 익히고 더 나아가 실제 임상현장에서의 응용능력을 함양한

다.

심리평가 (Psychological Assessment)

표준화된 객관적 평가, 투사법, 면접 및 관찰 등 다양한 심리검사의 종류와 특징을 이해하고 상담 및 임상 

현장에서 실시, 분석, 해석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신경심리평가 (Neuropsychological Assessment)

뇌의 다양한 영역과 관련된 정향, 학습과 기억, 언어, 지능, 시공간 능력과 집행기능 등 인지기능 및 행동적, 

정서적 특성을 학습하고, 뇌손상과 관련되어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고급 놀이치료 세미나 (Seminar in Advanced Play Therapy)

아동이 지닌 정서적, 행동적 부적응이나 발달상의 문제를 아동의 내적 세계의 표현인 놀이를 통해서 도와주

는 다양한 접근의 놀이치료기법들을 분석, 연구한다.

심리치료 연구동향 (Current Issue in Clinical Psychology)

전통적인 심리치료접근법 외에 최근 치료적 접근과 연구동향을 검토하고 토의함으로써 다양하고 확장된 심

리 치료적 접근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정신병리연구 세미나 (Seminar in Research for Psychopathology)

주요 정신병리의 진단, 병인론, 치료 등에 관한 최근 연구논문을 분석하고 연구한다.

고급임상실습 및 수퍼비젼 I (Advanced Clinical Practicum and Supervision I)

다양한 임상 사례에 대한 총체적인 시각과 특수성을 고취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법과 프로그램을 익히고, 실

제 적용, 수퍼비젼을 통해 전문성을 기른다.

고급임상실습 및 수퍼비젼 II (Advanced Clinical Practicum and Supervision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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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임상실습 및 수퍼비젼 I 다음의 단계로 심리치료의 실제를 다루어 낼 수 있는 임상적 접근의 기술을 갖

추고 연구하기 위해 실제 발달 및 상담기관에서 다양한 실무적 경험을 쌓고, 사례회의나 심층적 수퍼비전을 

통하여 전문성을 기른다.

심리치료연구방법 세미나 (Seminar in Research Methodology of Psychotherapy)

심리치료와 관련된 제반 이론 및 연구들을 개관하고, 연구방법과 절차를 학습하고 실습하여 독자적인 연구 

능력을 길러 경험연구를 수행한다.

박사논문세미나 (Doctor Seminar Thesis)

박사논문에 필요한 이론적 근거와 논문주제를 심도깊게 다루고, 관련 주제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논문을 작

성 한다.

가족음악치료Ⅰ (Family Musictherapy)

다양한 가족치료의 이론과 기법을   음악치료 현장에 적용할하여 임상현장에 적용 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고급음악심리치료 (Advanced. Music Psychotherapy)

인간의 심리적형태에 따라 음악요소의 다양한 접근을 살펴보고 인간행동과 음악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이론

과 개념을 익힌다.

고급개별현장연구 (Advanced. Independent Research Project)

임상현장에서 필요한 새로운 기법 및 이론들을 분석하고 개발하여 임상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고급즉흥음악치료 (Advanced. Improvisational MT)

심화되고 차별된 

즉흥연주기법을 학습하고 대상에 따른 효과적인 즉흥연주기술 습득한다.

가족음악치료 Ⅱ (Family Musictherapy)

다양한 가족음악치료프로그램을 예술매체를 활용하여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할수 있도록 연구한다. 

음악치료 자료분석 (Analysis and Development of MT Resources)

음악치료의 다양한 이론과 철학들을 연구하고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임상적용에 필요한 근거이론을 학습한

다.

음악치료 현장연구 동향 (Current Trends and Research in Music Therapy Practice)

최근 임상현장에서 필요한 대상 및 새로운 치료기법에 대해 연구하고 학습한다.

고급 음악치료세미나 ((Advanced. Musictherapy Seminar )

임상사례발표를 통하여 임상기술향상 및 슈퍼바이저로써의 역량을 익힌다.

고급 인턴 쉽 (Advanced Internship)

관심 있는 주요대상과 증상을 연구하고 임상능력 및 수퍼바이저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훈련한다.

6. 학과 발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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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전계획의 방향

   (1) 적정인원의 입학자원 확보로 초기 신설학과로서의 입지 구축 

       (2) 다양하고 집중적인 학회활동과 학술작업으로 원생들의 연구 역량강화

       (3) 교육과정의 개선을 통해 학사운영의 내실화 추구

       (4) 전공간 다양한 학문적 가치 공유를 통해 통합적 연구자, 전문가 양성

2) 발전계획 내용

   (1) 학사운영 내실화 및 교육과정의 개선

       (2) 교과과정의 개편 추구

       (3) 연구분야 확대 및 평생학습 체계 구축

       (4) 상담치료 분야의 학문간 융합 모색

7. 학과소개 

특수상담치료학과는 특수상담치료 분야의 연구자, 상담치료 전문가 및 상담치료 지도자를 양성하

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특수상담치료 분야의 전문지식 발전에 기여하는 연구자로서의 자질

과 능력을 개발하고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프로그램 개발과 이행에 앞장섬으로써 전공 분야의 실

무 발전에 기여하는 상담치료 전문가를 양성하고, 상담치료 분야의 제 문제를 인식하고 비판적으

로 수용하는 능력 배양, 특수상담치료를 전망할 수 있는 통찰력을 지닌 상담치료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박사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