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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과목명 심리학개론 학 점 3 교·강사명

강의시간 3시간 이론 / 실습 이론 전화번호

학습목표

§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심리학적 방법과 기술을 이해한다.

§ 심리학의 정의와 역사를 알아보고 주요 연구 방법을 소개한다.

§ 사회심리, 상담심리, 인지심리 등 심리학의 기본적인 분야에 대해 이해한다. 

§ 일상 속의 다양한 현상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 사회적 관계를 통해 발생하는 여러 현상을 심리학적인 접근을 통해 설명한다.

교재 및 참고문헌

심리학개론 / 학지사 / 현성용 외 16명 / 2018

성적평가방법

정기평가(%) 수시시험(%) 과제물(%) 수업참여도(%) 기타

(그 밖에 

평가요소)

(%)

합계

(%)중간

고사

기말

고사

쪽지

시험

(돌발)

퀴즈

복습

시험
기타 리포트 번역

팀 

과제
기타 출석

토론

(방)

질문

(방)

탐구

활동

의견

(방)

학습

계획

서

기타

30 30 0 0 0 5 15 0 0 0 20 0 0 0 0 0 0 0 100

주차별 강의(실습·실기·실험) 내용

주차 차시 강의(실습·실기·실험)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1

1

1. 강의주제

   - 심리학이란 무엇인가

2. 강의목표 

   - 심리학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 살펴보

며 현대 심리학이 어떤 관점을 가지

고 있는지 이해한다. 

   - 심리학의 연구방법론을 이해함으로써 

어떤 방법으로 지식을 산출하는지 알

아본다. 

   - 심리학이 타 학문 분야에 어떤 영향을 

주고 응용되는지 알아본다. 

3. 강의세부내용 

   - 심리학의 학문적 특성에 대해 학습한다.

   - 생물학적, 행동적, 인본주의적, 인지적, 

정신분석적 접근법에 대해 학습한다.

4. 수업방법

   - 강의 및 토론

제1장 심리학이란 무엇인가

  1. 심리학이란 무엇인가

  2. 오늘날 심리학의 5대 관점

    1) 생물학적 접근

    2) 인지적 접근

    3) 행동적 접근

    4) 정신분석적 접근

    5) 인본주의적 접근

p 17~25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심리학이란 무엇인가

2. 강의목표 

  - 심리학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 살펴보며 

현대 심리학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

는지 이해한다. 

  - 심리학의 연구방법론을 이해함으로써 

어떤 방법으로 지식을 산출하는지 알

아본다. 

  - 심리학이 타 학문 분야에 어떤 영향을 

주고 응용되는지 알아본다. 

3. 강의세부내용 

  - 심리학의 여러 하위 연구분야에 대해 

학습한다.

제1장 심리학이란 무엇인가

  3. 심리학의 여러 분야

  4. 심리학의 연구방법론

    1) 표본조사

    2) 사례연구

    3) 자연적 관찰

    4) 실험

p25~34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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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본조사, 사례연구, 자연적 관찰, 실험

법에 대해 학습한다.

4. 수업방법

   - 강의 및 토론

3

1. 강의주제

   - 심리학이란 무엇인가

2. 강의목표 

- 심리학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 살펴보

며 현대 심리학이 어떤 관점을 가지

고 있는지 이해한다. 

- 심리학의 연구방법론을 이해함으로써 

어떤 방법으로 지식을 산출하는지 알

아본다. 

- 심리학이 타 학문 분야에 어떤 영향

을 주고 응용되는지 알아본다. 

3. 강의세부내용

- 심리학의 발전, 확대 방향에 대해 학

습한다.

4. 수업방법

   - 강의 및 토론

제1장 

심리학이란 무엇인가

  5. 심리학의 미래

    1) 심화의 방향과 확대의 방향

    2) 서구 심리학을 넘어 토착 

심리학으로

    3) 인간과 고등동물의 마음

을 넘어서

    4) 분석적 마음을 넘어서는 

분석

    5) 현실세계 심리를 넘어 가

상세계 심리로

p34~39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2

1

1. 강의주제

   - 신경심리학

2. 강의목표 

- 신경계의 기본 단위인 뉴런의 기능을 

알아본다. 

- 신경계의 기본적인 구성과 기능에 대

해 이해하고 뇌의 구조물과 기능을 

탐색한다. 

- 신경과학적 연구를 토대로 다양한 심리

적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 뉴런, 신경신호, 활동전위, 시냅스 전

달 과정에 대해 학습한다.

- 말초신경계와 중추 신경계에 대해 학습

한다.

4. 수업방법

   - 강의 및  토론

* 1차 정기과제물 부여

제2장 신경과학과 행동

  1. 신경계의 정보전달

    1) 뉴런: 신경계의 기본 단위

    2) 신경신호의 본질

    3) 활동전위의 전도

    4) 시냅스 전달

  2. 신경계의 구성

    1) 말초신경계

    2) 중추신경계

p41~53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 1차 정기과제물 부여

- 심리학이란 무엇인지 A4지 

한 장이내로 간단히 서술 하

시오

2

1. 강의주제

   - 신경심리학

2. 강의목표

- 신경계의 기본 단위인 뉴런의 기능을 

알아본다. 

- 신경계의 기본적인 구성과 기능에 대

해 이해하고 뇌의 구조물과 기능을 

탐색한다. 

- 신경과학적 연구를 토대로 다양한 심리

적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 뇌의 주요 구분과 구조에 대해 학습

한다.

- 분리 뇌와 대뇌반구, 기능적 전문화에 

제2장 신경과학과 행동

  3. 뇌와 행동

    1) 뇌의 주요 구분

    2) 수뇌: 연수

    3) 후뇌: 교와 소뇌

    4) 중뇌

    5) 간뇌

    6) 종뇌

  4. 두 개의 뇌

    1) 분리 뇌

    2) 대뇌반구의 기능적 전문화

p53~65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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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학습한다.

4. 수업방법

   - 강의 및 토론

3

1. 강의주제

   - 신경심리학

2. 강의목표

- 감각강도를 측정할 때 역의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고 빛의 특성을 알아본다.

- 시각수용기의 기능을 이해하고 공기

의 진동정보가 대뇌로 전달되는 과정

을 이해한다. 

- 감각의 순응에 대해 알아보고 색지각과 

관련도니 생리적 기초를 이해한다.

- 깊이지각을 가능하기 위한 단서를 이해하

고 크기와 거리지각의 관계를 파악한다.

- 지각적 집단화의 원리를 이해하고 지각

항등성에 대해 알아본다.

3. 강의세부내용

- 감각의 측정법, 시각, 청각에 대해 학

습한다.

- 선택적 주의와 지각적 착각, 지각적 

조직화, 자극의 해석과정에 대해 학

습한다.

4. 수업방법

   - 강의 및 토론

제3장 감각과 지각

  1. 감각과정

    1) 감각의 측정

    2) 시각

    3) 청각

  2. 지각과정

    1) 선택적 주의

    2) 지각적 착각

    3) 지각적 조직화

    4) 자극의 해석

p67~95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3

1

1. 강의주제

   - 학습심리학

2. 강의목표 

- 각 학습의 기본 원리를 이해한다.

- 실험적으로 밝혀진 학습원리를 이용

하여 인간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 

- 동물과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킬 때 

필요한 학습원리가 무엇이 있는지 설

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 파블로프의 발견과 고전적 조건화의 

원리, 인지적 요인에 대해 학습한다.

- 스키너의 실험, 강화와 처벌의 원리에 

대해 학습한다.

4. 수업방법

   - 강의 및 토론

* 정기 과제물 제출

제4장 학습심리학

  1. 고전적 조건화

    1) 파블로프의 발견: 정신반사

    2) 고전적 조건화와 관련된 

현상

    3) 생활 속의 고전적 조건화

    4) 인지적 요인

  2. 조작적 조건화

    1) 스키너의 실험

    2) 강화와 처벌

    3) 인지적 요인

    4) 생활 속의 조작적 조건화

    5) 보상의 생물학적 기초

    6) 고전적 조건화와 조작적 

조건화의 대비

p97~125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 정기 과제물 제출

2

1. 강의주제

   - 학습심리학

2. 강의목표 

- 각 학습의 기본 원리를 이해한다.

- 실험적으로 밝혀진 학습원리를 이용

하여 인간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 

- 동물과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킬 때 

필요한 학습원리가 무엇이 있는지 설

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제4장 학습심리학

  3. 조건화에서 생물학적 영향

    1) 맛 혐오 학습

    2) 본능 표류

  4. 사회 및 인지학습

    1) 사회학습

    2) 인지학습

p125~132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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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혐오학습과 본능 표류에 대해 학

습한다.

- 사회학습과 인지학습의 원리에 대해 

학습한다.

4. 수업방법

   - 강의 및 토론

3

1. 강의주제

   - 학습심리학

2. 강의목표 

- 각 학습의 기본 원리를 이해한다.

- 실험적으로 밝혀진 학습원리를 이용

하여 인간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 

- 동물과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킬 때 

필요한 학습원리가 무엇이 있는지 설

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 학습의 단순한 모형인 습관화와 민감

화에 대해 학습한다.

4. 수업방법

   - 강의 및 토론

제4장 학습심리학

  5. 학습에 대한 신경학적 설명

    1) 학습의 단순한 모형인 습

관화와 민감화

    2) 세포 수준에서 학습의 기초

p132~136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4

1

1. 강의주제

   - 기억과 언어적 사고

2. 강의목표 

- 정보처리적 접근에서 기억의 세 과정

의 특성을 이해한다. 

- 장기기억과 단기기억 과정의 특성을 

이해한다.

- 망각의 원인과 측정 방법을 이해하고 

기억 향상을 위한 전략을 세울 수 있다.

- 언어가 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사고의 유형과 처리과정을 이해한다.

3. 강의세부내용 

- 중다기억 시스템과 작업기억, 장기기

억 모듈에 대해 학습한다.

- 인출단서의 사용과 맥락, 처리수준, 기

억의 재구성 과정에 대해 학습한다.

4. 수업방법

   - 강의 및 토론

* 2차 정기과제물 부여

제5장 기억

  1. 기억과정

    1) 중다기억 시스템

  2. 기억연구의 새로운 접근: 

작업기억, 기억모듈 및 연

합모델

    1) 작업기억

    2) 장기기억 모듈

  3. 장기기억으로부터의 회상

    1) 인출단서의 사용

    2) 맥락

    3) 정서와 인출

    4) 처리수준

    5) 도식과 스크립트

    6) 기억의 재구성

    7) 법정에서의 기억: 목격자 

진술

p137~157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 2차 정기과제물 부여

- 중다기억에 대하여 A4지 한 

장 이내로 서술 하시오

2

1. 강의주제

   - 기억과 언어적 사고

2. 강의목표

- 정보처리적 접근에서 기억의 세 과정

의 특성을 이해한다. 

- 장기기억과 단기기억 과정의 특성을 

이해한다.

- 망각의 원인과 측정 방법을 이해하고 

기억 향상을 위한 전략을 세울 수 있다.

- 언어가 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사고의 유형과 처리과정을 이해한다.

제5장 기억

  4. 망각

    1) 망각의 측정

    2) 망각의 원인

  5. 기억향상법

    1) 충분한 시연

    2) 분산학습

    3) 간섭의 최소화

    4) 깊은 처리

    5) 전이적합형 처리

    6) 언어적 약호화

    7) 시각적 심상 형성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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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의세부내용 

- 망각의 측정과 원인에 대해 학습한다.

- 기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연, 분산

학습, 시각적 심상형성 등의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4. 수업방법

   - 강의 및 토론

    8) 정보의 조직화

    9) 약호화 증진

p158~170

3

1. 강의주제

   - 기억과 언어적 사고

2. 강의목표 

- 정보처리적 접근에서 기억의 세 과정

의 특성을 이해한다. 

- 장기기억과 단기기억 과정의 특성을 

이해한다.

- 망각의 원인과 측정 방법을 이해하고 

기억 향상을 위한 전략을 세울 수 있다.

- 언어가 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사고의 유형과 처리과정을 이해한다.

3. 강의세부내용: 

- 언어의 구조와 이해, 의사소통 과정에 

대해 학습한다.

- 언어의 상대성 가설과 문화 차이에 

대해 학습한다.

4. 수업방법

   - 강의 및 토론

제6장 언어적 사고

  1. 언어: 구조화 과정

    1) 언어 구조

    2) 언어 이해

    3) 의사소통

  2. 언어와 사고

    1) 언어 상대성 가설

    2) 어휘 차이

    3) 문법 차이

    4) 문화와 인지

  3. 사고: 유형과 과정

    1) 개념과 범주

    2) 문제해결

    3) 추리

    4) 판단과 결정

p171~196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5

1

1. 강의주제

   - 발달심리학

2. 강의목표 

- ‘변화’에 초점을 두게 된 발달심리학

의 발전 배경과 초기 이론가들의 주

장이 무엇이었는지 이해한다. 

- 발달적 관점이 심리학 연구에 제시한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발달 현상을 인지발달이나 사회성 발

달 등과 같은 구체적 영역에서 설명

할 수 있다.

- 인간발달을 개체성과 일반성의 관점

에서 분석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 발달심리학이 성립된 과정에 대해 학

습한다.

4. 수업방법  

   - 강의 및 토론

* 정기 과제물 제출

제7장 발달심리

  1. 발달심리학: 제 2의 심리학

    1) 발달심리학은 어떻게 성

립되었는가

p197~200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 정기 과제물 제출

2

1. 강의주제

   - 발달심리학

2. 강의목표 

- ‘변화’에 초점을 두게 된 발달심리학

의 발전 배경과 초기 이론가들의 주

장이 무엇이었는지 이해한다. 

- 발달적 관점이 심리학 연구에제시한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제7장 발달심리

  1. 발달심리학: 제 2의 심리학 

    2) 발달심리학의 등장

p200~202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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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 현상을 인지발달이나 사회성 발

달 등과 같은 구체적 영역에서 설명

할 수 있다.

- 인간발달을 개체성과 일반성의 관점

에서 분석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 발달심리학의 등장 역사에 대해 학습

한다. 

4. 수업방법

   - 강의 및 토론

3

1. 강의주제

   - 발달심리학

2. 강의목표 

- ‘변화’에 초점을 두게 된 발달심리학

의 발전 배경과 초기 이론가들의 주

장이 무엇이었는지 이해한다. 

- 발달적 관점이 심리학 연구에제시한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발달 현상을 인지발달이나 사회성 발

달 등과 같은 구체적 영역에서 설명할 

수 있다.

- 인간발달을 개체성과 일반성의 관점

에서 분석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 인지발달과 사회 행동에 대해 학습한다.

- 사회 및 정서 발달과정에 대해 학습한다. 

4. 수업방법

   - 강의 및 토론

제7장 발달심리

  2. 발달심리학의 주요 연구 주제

    1) 인지발달과 사회행동

    2) 사회 및 정서 발달

p203~228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6

1

1. 강의주제

   - 동기/ 정서심리학

2. 강의목표 

- 동기의 정의와 관련 개념을 이해한다.

- 동기이론의 발전의 흐름과 현대 공기

이론들을 이해하고 인간행동 이해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 정서의 정의를 알아보고 정서이론 발

전의 흐름과 현대 이론이 인간행동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3. 강의세부내용 

- 동기의 개념과 동기의 근원에 대해 

학습한다.

4. 수업방법

   - 강의 및 토론

* 3차 정기과제물 부여

제8장 동기와 정서

  1. 동기

    1) 동기란 무엇인가

    2) 동기의 근원

p229~231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 3차 정기과제물 부여

- 동기의 개념과 근원에 대하

여 a4지 한 장 이내로 간단히 

서술하시오.

2

1. 강의주제

   - 동기/ 정서심리학

2. 강의목표 

- 동기의 정의와 관련 개념을 이해한다.

- 동기이론의 발전의 흐름과 현대 공기

이론들을 이해하고 인간행동 이해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 정서의 정의를 알아보고 정서이론 발

제8장 동기와 정서

  1. 동기

    3) 인간 동기의 구성요소

    4) 동기이론

p232~250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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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흐름과 현대 이론이 인간행동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3. 강의세부내용 

- 인간 동기의 구성요소와 동기이론에 

대해 학습한다.

4. 수업방법

   - 강의 및 토론

3

1. 강의주제

   - 동기/ 정서심리학

2. 강의목표 

- 동기의 정의와 관련 개념을 이해한다.

- 동기이론의 발전의 흐름과 현대 공기

이론들을 이해하고 인간행동 이해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 정서의 정의를 알아보고 정서이론 발

전의 흐름과 현대 이론이 인간행동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3. 강의세부내용 

- 정서의 개념과 정서이론에 대해 학습

한다.

- 동기와 정서의 관계에 대해 학습한다.

4. 수업방법

   - 강의 및 토론

제8장 동기와 정서

  2. 정서

    1) 정서란 무엇인가

    2) 정서이론

    3) 동기와 정서의 관계

p250~261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7

1 중간고사 - -

2 중간고사 - -

3 중간고사 - -

8

1

1. 강의주제

   - 성(性) 심리학

2. 강의목표 

- 성에 대한 역사적 관점을 이해하고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과 성행동을 이

해한다. 

- 이상적인 성행동을 이해하고 올바른 성 

가치관을 확립한다.

- 과학적으로 성과 성행동에 접근하고,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를 설명할 수 있

다.

3. 강의세부내용 

- 성이란 무엇인지 성에 대한 역사적 

조명에 대해 학습한다.

- 성에 대한 접근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4. 수업방법

   - 강의 및 토론

* 정기 과제물 제출

제9장 성 심리

  1. 성에 대한 역사적 이해

    1) 성이란 무엇인가

    2) 성에 대한 역사적인 조명

    3) 성에 대한 접근방법

p263~277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 정기 과제물 제출

2

1. 강의주제

   - 성(性) 심리학

2 강의목표 

- 성에 대한 역사적 관점을 이해하고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과 성행동을 이

해한다. 

제9장 성 심리

  2. 성과 사랑

    1) 스턴버그의 사랑의 삼각

형 이론

    2) 사랑의 스타일

    3) 사랑과 호감의 요소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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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적인 성행동을 이해하고 올바른 성 

가치관을 확립한다.

- 과학적으로 성과 성행동에 접근하고,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를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 스탠버그의 삼각형 이론과  호감의 

요소에 대해 학습한다.

- 낭만적 사랑의 사이클과 남녀 사랑 

관계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학습한다.

4. 수업방법

   - 강의 및 토론

    4) 신체적인 매력

    5) 낭만적인 사랑의 사이클

    6) 남녀 사랑 관계에서 파생

되는 문제점

p277~291

3

1. 강의주제

   - 성(性) 심리학

2. 강의목표

- 성에 대한 역사적 관점을 이해하고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과 성행동을 이

해한다. 

- 이상적인 성행동을 이해하고 올바른 성 

가치관을 확립한다.

- 과학적으로 성과 성행동에 접근하고, 심

리학적 관점에서 이를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 정상적인 성행동과 이상 성행동의 구

별법에 대해 학습한다.

4. 수업방법

   - 강의 및 토론

제9장 성 심리

  3. 이상 성행동

    1) 정상적인 성행동과 이상 

성행동의 구별

    2) 성도착적인 성행위자에 

대한 심리학적인 이론

    3) 노출증

    4) 음란성 전화, 괴롭히는 

전화

    5) 관음증

    6) 가학적-피학적인 변태 성욕

    7) 주물 숭배 색욕 이상증

    8) 의복도착증

    9) 성전환증

    10) 소아기호증

    11) 동물수음

    12) 색광

    13) 기타 이상 성행동

p291~308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9

1

1. 강의주제

   - 성격심리학

2. 강의목표 

- 성격과 성격심리학이 무엇인지 이해

한다.

-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성격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 성격의 구조와 형성과정을 이해한다.

3. 강의세부내용 

- 성격의 개념에 대해 학습한다.

4. 수업방법

   - 강의 및 토론

* 4차 정기과제물 부여

제10장 성격과 개인차

1. 성격이란 무엇인가

p309~313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 4차 정기과제물 부여

- 성격의 개념에 대하여 A4한 

장 이내로 작성하시오.

2

1. 강의주제

   - 성격심리학

2. 강의목표 

- 성격과 성격심리학이 무엇인지 이해

한다.

-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성격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 성격의 구조와 형성과정을 이해한다.

제10장 성격과 개인차

  2. 자신이나 남의 성격을 어떻

게 알 수 있나

    1) 사례연구법

    2) 실험연구법

    3) 설문조사 연구법

  3. 성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

는가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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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의세부내용: 

- 사례 연구법과 실험연구법, 설문조사 

연구법과 같은  성격의 연구 방법을 

학습한다.

- 성격의 삼층구조와 5요인 이론에 대

해 학습한다.

4. 수업방법

   - 강의 및 토론

    1) 성격의 삼층구조: 원초아, 

자아, 초자아

    2) 성격의 5요인

p314~322

3

1. 강의주제

   - 성격심리학

2. 강의목표: 

- 성격과 성격심리학이 무엇인지 이해

한다.

-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성격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 성격의 구조와 형성과정을 이해한다.

3. 강의세부내용

- 성격이 형성되는 과정을 프로이트, 아

들러, 로저스 등의 이론적 관점에서 

학습한다.

4. 수업방법

   - 강의 및 토론

제 10장

성격과 개인차

  4. 성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1) 마음속의 삼국 전쟁이 낳

은 상처: 프로이트

    2) 열등감의 극복과정과 출

생순위에 따른 차이: 아

들러

    3) 자기를 바라보는 관점과 

주관적 경험의 차이: 켈

리, 로저스

    4) 인간이 가진 특성의 차

이: 울포트

    5) 모델에 대한 학습과 자기

효능감의 차이: 반두라

p322~336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10

1

1. 강의주제

   - 심리검사

2. 강의목표 

- 심리검사가 갖추어야 할 요건과 심리검

사의 종류를 이해한다.

- 지능검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

해한다.

- 지능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고 여러 가지 

지능이론을 설명한다.

3) 강의세부내용: 

- 11.1 표준화의 규준과 신뢰도, 타당도

에 대해 학습한다.

- 11.2 지능검사의 측정대상과 의미에 대

해 학습한다.

4. 수업방법

   - 강의 및 토론

* 리포트 부여

* 정기 과제물 제출

제 11장

지능과 심리검사

  1. 심리검사의 요건

    1) 표준화와 규준

    2) 신뢰도

    3) 타당도

    4) 심리검사의 유형

  2. 지능검사에 관한 기본 개념

    1) 지능검사의 측정대상: 잠

재력 대 지식

    2) 지능검사 점수의 의미

    3) 지능검사의 신뢰도

    4) 지능검사의 타당도

    5) 정신지체와 영재성

    6) 연령에 따른 지능의 변화

    7) 지능검사와 직업적 성공

p337~350

* 정기 과제물 제출

- 리포트 부여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2

1. 강의주제

   - 심리검사

2. 강의목표 

- 심리검사가 갖추어야 할 요건과 심리검

사의 종류를 이해한다.

- 지능검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

해한다.

- 지능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고 여러 가지 

지능이론을 설명한다.

제 11장

지능과 심리검사

  3. 지능결정인자로서의 유전과 

환경

    1) 유전적 영향

    2) 환경적 영향

    3)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

p350~355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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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의세부내용

- 11.3 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과 환

경의 상호작용에 대해 학습한다.

4. 수업방법

   - 강의 및 토론

3

1. 강의주제

   - 심리검사

2. 강의목표 

- 심리검사가 갖추어야 할 요건과 심리검

사의 종류를 이해한다.

- 지능검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

해한다.

- 지능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고 여러 가지 

지능이론을 설명한다.

3. 강의세부내용 

- 지능의 개념과 결정지능 지적 구조모

형, 기초정신능력 등의 이론에 대해 

학습한다.

4. 수업방법

   - 강의 및 토론

제 11장

지능과 심리검사

  4. 지능이론

    1) 지능이란 무엇인가

    2) 스피어먼과 g요인

    3) 커텔의 유동지능과 결정

지능

    4) 서스턴의 기초정신능력

    5) 길퍼드의 지적 구조모형

    6) 가드너의 다중지능

    7) 스턴버그의 3유형이론

p355~362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11

1

1. 강의주제

   - 사회심리학

2. 강의목표 

- 타인을 알게 되고 이해하는 과정을 

이해한다.

- 타인과 영향을 주고받음으로써 나타

나는 사회적 현상들을 이해한다.

- 집단 속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역동을 

살펴본다.

3. 강의세부내용

- 귀인, 통합, 확증의 개념과 원리에 대

해 학습한다.

- 친밀한 관계와 편견에 대해 학습한다.

4. 수업방법

   - 강의 및 토론

* 정기 과제물 부여

제 12장

사회심리학

  1. 사회적 지각 

    1) 귀인: 개별 정보로부터 

성향 추론

    2) 통합: 추론한 성향을 토

대로 인상형성

    3) 확증: 인상에서 현실로

  2. 사회적 관계

    1) 친밀한 관계

    2) 편견

p363~378

* 5차 정기과제물 부여

- 심리학의 귀인, 통합, 확증 

에 대한 개념을 간단히 A4 한 

장 이내로 작성하시오.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2

1. 강의주제

   - 사회심리학

2. 강의목표 

- 타인을 알게 되고 이해하는 과정을 

이해한다.

- 타인과 영향을 주고받음으로써 나타

나는 사회적 현상들을 이해한다.

- 집단 속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역동을 

살펴본다.

3. 강의세부내용 

- 태도와 태도변화, 동조와 복종에 대해 

학습한다.

4. 수업방법

   - 강의 및 토론

제 12장

사회심리학

  3. 사회적 영향 

    1) 태도와 태도변화

    2) 동조와 복종

p378~384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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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강의주제

   - 사회심리학

2. 강의목표 

- 타인을 알게 되고 이해하는 과정을 

이해한다.

- 타인과 영향을 주고받음으로써 나타

나는 사회적 현상들을 이해한다.

- 집단 속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역동을 

살펴본다.

3. 강의세부내용

- 집단에서의 정체감, 수행, 의사결정의 

과정에 대해 학습한다.

4. 수업방법

   - 강의 및 토론

제 12장

사회심리학

  4. 집단에서의 행동

    1) 집단에서의 정체감

    2) 집단에서의 수행

    3) 집단의사결정

p384~391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12

1

1. 강의주제

   - 건강심리학

2. 강의목표 

- 전인적인 건강이란 무엇이며 심리학이 

건강의 유지와 향상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이해한다. 

- 스트레스에 관한 정의와 스트레스 이

론의 주요 내용에 대해 이해한다.

- 스트레스 유발원과 그에 대한 평가와 

반응 및 결과의 과정을 이해한다.

- 건강을 손상시키거나 증진시키는 습관

적 행동에 대해 이해한다.

3. 강의세부내용 

- 건강의 의미와 개념에 대해 학습한다.

4. 수업방법

   - 강의 및 토론

제 13장 

건강심리학

  1. 건강의 의미

p393~396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2

1. 강의주제

   - 건강심리학

2. 강의목표 

- 전인적인 건강이란 무엇이며 심리학이 

건강의 유지와 향상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이해한다. 

- 스트레스에 관한 정의와 스트레스 이

론의 주요 내용에 대해 이해한다.

- 스트레스 유발원과 그에 대한 평가와 

반응 및 결과의 과정을 이해한다.

- 건강을 손상시키거나 증진시키는 습관

적 행동에 대해 이해한다.

3. 강의세부내용 

- 스트레스란 무엇인지 이론과 종합모

형에 대해 학습한다.

4. 수업방법

   - 강의 및 토론

제 13장 

건강심리학

  2. 스트레스와 질병 및 건강

    1) 스트레스란 무엇인가

    2) 스트레스 이론

    3) 스트레스의 종합모형

p397~417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3

1. 강의주제

   - 건강심리학

2. 강의목표 

- 전인적인 건강이란 무엇이며 심리학이 

제 13장 

건강심리학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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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 유지와 향상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이해한다. 

- 스트레스에 관한 정의와 스트레스 이

론의 주요 내용에 대해 이해한다.

- 스트레스 유발원과 그에 대한 평가와 

반응 및 결과의 과정을 이해한다.

- 건강을 손상시키거나 증진시키는 습관

적 행동에 대해 이해한다.

3. 강의세부내용 

-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한 전인적인 

건강함이 무엇인지 학습한다.

4. 수업방법

   - 강의 및 토론

  3. 전인적 건강

p417~420

13

1

1. 강의주제

   - 이상심리학

2. 강의목표 

- 이상행동의 기준과 관점 및 접근법을 

이해한다.

- 정신장애의 다양한 유형과 임상 양상 

및 원인을 이해한다.

- 심리치료의 정의와 진행 과정을 알아

본다. 

- 생물의학적 치료에 대해 이해한다. 

3. 강의세부내용 

- 보편적이지 않은 행동과 사회적 일탈

의 정도, 이상행동의 기준에 대해 학

습한다.

- 이상행동에 대한 정신분석적, 인간중

심적, 실존주의 등의 이론적 관점에 

대해 학습한다.

4. 수업방법

   - 강의 및 토론

제 14장

이상행동의 심리학

  1. 이상행동의 정의

    1) 보편적이지 않은 행동

    2) 사회적 일탈의 정도

    3) 현실에 대한 지각이나 해

석이 잘못된 경우

    4) 주관적 고통이 심각한 경우

    5) 부적응적이거나 자기패배

적인 행동

    6) 위험한 행동

  2. 이상행동에 대한 관점 및 

접근법

    1) 정신분석적 접근

    2) 인간중심적 접근

    3) 실존주의적 접근

    4) 행동주의적 접근

    5) 인지적 접근

    6) 생물학적 접근

    7) 소질-스트레스 모형 접근

p421~428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2

1. 강의주제

   - 이상심리학

2. 강의목표 

- 이상행동의 기준과 관점 및 접근법을 

이해한다.

- 정신장애의 다양한 유형과 임상 양상 

및 원인을 이해한다.

- 심리치료의 정의와 진행 과정을 알아

본다. 

- 생물의학적 치료에 대해 이해한다. 

3. 강의세부내용 

- 정신병과 신경증, 성격장애에 대해 학

습한다.

- 유아기와 아동기, 청소년기에 시작되

는 정신장애에 대해 학습한다.

4. 수업방법

   - 강의 및 토론

제 14장

이상행동의 심리학

  3. 이상행동의 실제

    1) 정신병과 신경증

    2) 성격장애

    3) 유아기, 아동기 및 청소년

기에 시작되는 정신장애

    4) 기타 정신장애

p428~444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3

1. 강의주제

   - 이상심리학 제 15장

이상행동의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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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의목표 

- 이상행동의 기준과 관점 및 접근법을 

이해한다.

- 정신장애의 다양한 유형과 임상 양상 

및 원인을 이해한다.

- 심리치료의 정의와 진행 과정을 알아

본다. 

- 생물의학적 치료에 대해 이해한다. 

3. 강의세부내용 

- 심리치료에 대한 정신분석, 인본주의, 인

지행동, 집단적 관점에 대해 학습한다.

- 약물치료와 수술, 전기충격요법 등의 

생물의학적 치료법에 대해 학습한다.

4. 수업방법

   - 강의 및 토론

1. 심리치료

    1) 정신분석 치료

    2) 인본주의 심리치료

    3) 인지행동치료

    4) 집단치료

    5) 심리치료의 효과

  2. 생물의학적 치료

    1) 약물치료

    2) 수술, 전기충격요법, 경두

개 자기자극술

p445~462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14

1

1. 강의주제

   - 일상생활에서의 심리학 응용

2. 강의목표 

- 기초심리학과 응용심리학 간의 관계

를 이해한다.

- 기업, 군대, 경찰, 공공기관 등에서 심

리학의 지식과 원리가 응용되는 방식

을 살펴본다.

- 우리가 사회에서 흔히 접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리학이 어떻게 응용

되는지 알아보며,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나 분야가 무엇인지 분석해볼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 서론

4. 수업방법

   - 강의 및 토론

제 16장

일상생활에서의 심리학 응용

  1. 서론

p463~465

- 리포트 제출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2

1. 강의주제

   - 일상생활에서의 심리학 응용

2. 강의목표 

- 기초심리학과 응용심리학 간의 관계

를 이해한다.

- 기업, 군대, 경찰, 공공기관 등에서 심

리학의 지식과 원리가 응용되는 방식

을 살펴본다.

- 우리가 사회에서 흔히 접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리학이 어떻게 응용

되는지 알아보며,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나 분야가 무엇인지 분석해볼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 기업과 군대, 정부, 공학에서의 심리

학 응용법에 대해 학습한다.

4. 수업방법

   - 강의 및 토론

제 16장

일상생활에서의 심리학 응용

  2. 심리학의 응용

    1) 기업에서의 심리학 응용

    2) 군대에서의 심리학 웅용

    3) 정부에서의 심리학 응용

    4) 공학에서의 심리학 응용

p465~472

-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3

1. 강의주제

   - 일상생활에서의 심리학 응용

제 16장

일상생활에서의 심리학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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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의목표 

- 기초심리학과 응용심리학 간의 관계

를 이해한다.

- 기업, 군대, 경찰, 공공기관 등에서 심

리학의 지식과 원리가 응용되는 방식

을 살펴본다.

- 우리가 사회에서 흔히 접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리학이 어떻게 응용

되는지 알아보며,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나 분야가 무엇인지 분석해볼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 광고, 교통, 스포츠, 법, 건강, 사이버 

공간에서의 심리학 응용법에 대해 학

습한다.

4. 수업방법: 강의 및 토론

*리포트 제출

  2. 심리학의 응용

    5) 광고 및 소비자 행동에서

의 심리학 응용

    6) 교통에서의 심리학 응용

    7) 스포츠에서의 심리학 응용

    8) 법에서의 심리학 응용

    9) 건강에서의 심리학 응용

    10) 사이버 공간에서의 심

리학 응용

p472~484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15

1 기말고사 - -

2 기말고사 - -

3 기말고사 - -


